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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구약 파노라마 자문위원 점검을! 원래는 지난 2020 년 5 월에 점검받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해 3 월부터 국내외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 년이 지나 드디어 이번 달에 점검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호주에 사시는 자문위원 알란 선교사님의 파푸아뉴기니 비자 발급이 늦어지고 비자가 

첨부된 여권이 배달 과정 중 문제가 생겨, 첫째 주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점검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주말에 선교사님이 알로타우에 도착하셔서 둘째 주는 직접 

대면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이몬과 리넷에게는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첫째 주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서 더 힘들었을 텐데, 2 주 동안 최선을 다해 주어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카니누와 번역자들 속테스, 잭, 레비는 매일 오후 늦게까지 번역을 수정 

하느라, 마가렛은 더위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식사를 준비하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구약이면 구약이지 구약 파노라마는 뭐지?  

파푸아뉴기니에는 현재 840 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카니누와 

언어가 그중 하나고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소수 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마가복음으로 시작해서 신약 번역이 끝난 다음에 구약을 번역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속도도 종족마다 달라서 어떤 곳은 신약 번역이 10 년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40 년 넘게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신약을 마치고 구약 번역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현재 267 개 언어로 신약이, 그리고 13 개 언어로 신구약 

전서가 봉헌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니누와 팀이 참석했던 바이탈(VITAL)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다른 순서로 

번역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신약 중에서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번역하고, 이후 신약에서 

인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신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약 말씀 2,500 절 정도를 뽑아서 

정리한 ‘구약 파노라마’를 번역했습니다. 저희는 ‘구약 파노라마’의 앞부분(창세기~사무엘하 

일부 말씀과 요나서)은 이전에 자문위원 점검을 마쳤고, 이번에는 뒷부분(열왕기상~스가랴 

일부 말씀)과 ‘룻기’, ‘에스더서’를 점검받았습니다. 점검받은 본문을 꼼꼼히 잘 읽고 다듬은 

후 ‘구약 파노라마’ 말씀을 묶어 책으로 인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앞으로 1년 동안 캐나다에서 본국 사역을 합니다. 카니누와 번역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초역할 계획인데 오는 8월 두 명의 번역자가 알로타우로 나와 온라인으로 

저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정해진 때에 

건강하게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작년 10월에 점검받고 수정한 누가복음 책자와 성경 이야기, 어린이 이야기 책자들을 

인쇄해서 마을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1년 치 책자들을 보내느라 제법 양이 많았는데, 

13그룹의 대가족들과 교회, 학교에서 책자가 잘 사용되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카니누와어로 읽고 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애가에 있는 이 소망의 

말씀을 이제 카니누와 사람들도 자신들의 언어로 읽고 듣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카니누와 사람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고,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 년 5 월 25 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Yave yana nuwagabubu fakwafakwa-vaḡasina 

keta yana sineganigani naki i nivaḡata, kiouna 

nuwabuni tamokatamokaḡa, maise nuwabuni 

tamokatamokaḡa vanavana yana vane. 

(예레미야애가 3:22-23, 카니누와 성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