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2022년 3월 기도 편지  

카니누와 번역위원회,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지난번 기도 편지에서 소개한 버나드는 저희가 카니누와 번역팀과 사역을 시작한 이래 4 번째 

번역위원회 의장입니다. 보통 의장은 마을 교회 교인들의 추천과 투표로 선출되고, 부의장과 

서기, 회계는 의장이 결정합니다. 이번 번역위원회는 지난해 11 월 말에 구성이 되었는데 

부의장이 공석인 채로 현재 의장 버나드가 서기 피델리스, 회계 케일로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번역위원회의 주요 사역은 번역자들이 번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번역이 

자연스러운지 마을 사람들과 점검할 수 있도록, 번역된 자료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번역팀이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번역위원회에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교회나 공동체에 알리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번역자들이 마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대가족 중심으로 순번을 정해 점심이 제공되도록 하고, 알로타우로 나가 사역할 때는 필요한 

뱃삯과 고구마, 얌, 바나나 등을 준비하는 것도 번역위원회의 몫입니다.  

오랫동안 번역위원회에서 서기로 봉사해 온 “케일로”는 이번에 회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웃 

부족에서 시집온 그녀는 7 명의 자녀를 낳으며 카니누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카니누와어를 배웠고, 자식들에게 카니누와어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자신의 

부족어도 잊지 않고 사용합니다. 저희가 마을에서 번역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면, 

카니누와 번역자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참석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3~8 학년)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 교사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케일로가 한쪽 눈이 

불편해 알로타우에 있는 병원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속테스에 의하면 짙은 색안경을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카니누와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번역위원회 의장인 버나드를 비롯해 피델리스, 케일로가 서로 마음을 합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번역팀은 마태복음을 계속 초역하고 있고 현재 12장까지 마쳤습니다. 속테스, 잭, 레비가 

4월 말에 그동안 초역한 자료를 가지고 알로타우로 나올 예정인데 알로타우로 가는 배를 

때에 맞게 탈 수 있도록, 거친 바닷길의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저희는 4월 4일부터 한 주간 더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는 성경번역을 비롯해 언어 

관련 사역을 하는 팀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 서로 유익이 되도록, 

 회의를 마친 뒤, 4월 말 알로타우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7) 

2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저희 단체 정기총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에 열리지 못하고 

1 년 연기가 되어 지난주에 시작해 어제 마쳤습니다. 지난 3 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파푸아뉴기니 곳곳에서 여러 종족의 성경(책, 오디오, 비디오)이 풍성하게 봉헌되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3 년 동안에도 친히 일하셨음을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알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이 있는 4 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며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