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카팀이 그동안 힘써 번

역해 온 신약 전권 및 시편과 잠언서

를 어제 바이블즈 인터내셔널에 드디

어 제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함께 아카팀을 위해 기도해주시

고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

다. 지난 10월 중순경, 3주간 태국에서 아

카팀과 더불어 신약과 시편 및 잠언서 출간을 위한 마지막 웍샵을 했습

니다. 4개국에서 모인 아카어팀은 두가지 목표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행했습니다. 한 팀은 신약과 시편 잠언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번
역본을 최종 점검해 나갔고, 다른 팀은 아카 신약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미결 사항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웍샵이 끝나갈 즈음에 

아카팀은 한 자리에 모여서 아카 신약성경 출간에 필요한 약정서를 작

성하는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이 약정식은 바이블즈 인터내셔널과 아카 

성도님들이 곧 아카어로 된 신약전서를 출간하게 된다는 것을 공식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렸으며, 특별한 아카 

잔치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습

니다.  그후 지난 두 달간 아카팀은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왔고, 어제 아카 신약

전서와 시편 잠언서 출간을 위한 한 과정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게속해서 하나님께서 아카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

세요. 아카어팀이 현재 출간하려고 

하는 신약성경은 이전의 문자체계에

서 진보된 네 개의 새로운 문자가 사

용되어져 있어서 아카성도들에게 약간의 도전이 될 수있습니다. 출간후 

아카성도들이 새로운 문자체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성경을 읽고 가

까이 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갈 수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

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작년 3월에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시에서 하카친팀과 웍샵을 했을 때, 
성경번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덥고 습한 날씨와 빈대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제게 하카시에 오면 빵빵한 에어컨이 곳

곳에 있고 쾌적함 속에서 웍샵을 할 수 있으니, 꼭 방문해 달라고 하셨

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1월 웍샵을 하카친팀의 고향인 하카시에서 

진행하게 인도해주셔서, 그 목사님이 자랑하셨던 훌륭한 에어콘 시스템

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능좋은 냉방 시스템의 고안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고, 하카시가 해발 1,867 미터에 위치한 고산지임에 특

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카시를 방문하는 동안 현지 사

정에 고려해서 하카친 성경번역팀이 필요한 시스템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7월과 9
월에 미국에서 충목사님이 제공받은 

패러텍스라는 성경번역프로그램을 

하카팀이 서로 공유할 수있도록 인

터넷 접속시스템을 여러 시행착오 

과정을 걸쳐서 설치했고 패러텍스를 

다시 교육했으며, 성경번역팀을 세 

개의 부서—지도부, 번역부, 번역초본 점 검

부—로 나누어 재정비하고, 각 부서의 역할과 임무에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했고, 또한 창세기 번역본 점검웍샵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카친 여성도들과 성경공부와 요리실습을 통해 특별한 교제도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하카친 성경번역 웍샵을 주최한 은혜교회의 여

성도님들에게 이틀에 걸친 성경 세미나를 제공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법 그리고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함께 성경

을 읽고 토론해가며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안에서 자유와 빛 그리고 희망을 경험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기 전에 하카친 여성도님들에게 성경읽기표를 한 장씩 

나눠드리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권고했

습니다. 현재 여성도님들이 하카친 신약성경만을 갖고 계시므로 성경읽

기표를 다 채워갈 수 없겠으나, 신약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속히 

하카친어로 된 구약을 번역 출간하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자고 권고했

습니다.  하카친 여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아래의 사안을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성경번역웍샵 일정 

2.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카친팀의 번역초본 점검부가 훈련받은데로 하카시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번역초본을 잘 점검해 나가도록.   

3.        박선교사가 성경번역 웍샵과 세미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에 

필요한 대중연설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성경번역사역에 협력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박 혜리선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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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성경학교 학생들 

출판 약정서 조인식 

하카 번역초본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