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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카니누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동역자님께 파푸아뉴기니에서 소식 전합니다.

 

5월 첫 주에 알로타우 센터에서 만나 함께 사역하기로 계획했는데, 7주가 지나 6월 17일이 되어서야 형제들은 알로타우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저희는 

여러 사정으로 우까룸빠에 있게 되어서 원격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알로타우 센터 매니저 조앤과 사무직원 도라를 통해 카니누와 성경 번역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시지요? 

감사하게도 코로나로 이동도 제한되고 저희하고 연락도 잘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마을에서 형제들이 자체적으로 사역을 잘 진행해 주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형제들에게 디지털카메라 사용법을 알려 주고 마을에서 찍어 보라고 카메라를 

주었는데, 이번에 마을에서 찍은 사진들을 저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울러 사역 일지도 상세히 기록해서 그동안 마을에서 한 사역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로타우로 나온 형제들은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타운에 나올 때 마을에서 

하나 정도 빌리기도 하고, 타운에 있는 친척들이 빌려줄 법도 한데 아무튼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이용해 요한복음 점검을 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설상가상으로 그때 우까룸빠에서 전화가 제대로 걸리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조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지요. 그랬더니 조앤이 선뜻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앤 스마트폰에 깔린 왓츠앱 

(WhatsApp)을 사용해 매일 오전 8시 30분과 오후 4시 30분에 형제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화가 안 되는데 인터넷은 되냐고요? 네! 우까룸빠 본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속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때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반대로 전화망을 이용해야 할 때도 있지요. 

형제들은 스마트폰도, 화상 통화도 처음이라 신기해했고 같은 파푸아뉴기니 하늘 

아래에서 이런 방법으로 연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끊긴 적도 있었고, 화상 통화가 안 되어 음성 통화를 하기도 했고, 조앤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다 써서 그냥 일반전화로 통화하기도 했지요. 모든 자료는 사무직원인 도라가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 주면,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도라는 저희에게서 받은 

수정된 자료를 인쇄해서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들은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7장 점검을 마친 뒤 마을 점검을 위한 책자를 만들었고, 마가복음 

성경 공부 교재와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책도 15부씩 만들었습니다. 이 일들이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라가 성실하게 감당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조앤과 

도라의 도움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쳤고, 형제들은 사역을 마친 뒤에도 일주일을 꼬박 

기다려서 지난 주말에서야 배를 타고 마을로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다시 점검할 때 기쁨과 지혜를 주시도록, 

 마가복음 성경 공부 교재와 아이들 이야기책이 마을 공동체에서 잘 활용되도록,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는 카니누와 번역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8월 초에 형제들과 알로타우 센터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정한 날짜에 잘 만나서 사역할 수 있도록, 

 7월로 계획했었던 누가복음 자문위원 점검은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 11월에 요한 일/이/삼서를 번역했는데 속테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계시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7월 5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사랑이며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현대인의 성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