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wipa thangܒKat si ko 
seh! (하카친어, “할렐루야!”)                                                                                 
4월1일 미국에서 출발해서 

아시아에서 4개월동안 두 

구약번역팀과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도우시고 역사해주셨습니다.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수술도 

하게 되고 아카팀의 일원이 

소천하는 일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아카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제게도 말씀속의 약속과 

격려로 주어진 임무를 잘 마치고 지금은  미국 비아이 본부로 귀환하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는 사무엘상 12장24절 말씀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에서 사역하는 동안 함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하순에 남아시아에서 진행되었던 두번의 성경번역 웍샵을 

감사함으로 마치고 저는 6주 일정으로 여러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었습니다. 도착 첫 주 수요일에 후원해주시는 한 교회에 

참석했는데, 한 성도님께서 태국으로 출국하기전 6주간 뭘하며 지낼 

예정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가지 사안, 후원해주시는 

교회와 가정에 보고하는 것과 7월 아카웍샵을 위해 창세기서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대답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중에 장협착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된 것이었습니다. 중증인데 그동안 큰 통증도 

없게 도와 주시고 여러 출장여행을 잘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수술과 회복과정을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7월 아카 웍샵중에 아카팀과 저는 

아카팀 일원인 아자형제가 뎅기열로 

갑자기 소천하게 되어 장례일정에 

참석하면서도 계속 창세기 웍샵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아카팀이 제게 

아자형제의 추도예배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저는 지난 3년동안 하나님께서 아자형제를 통해 

제게 도전받게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자형제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것은 웍샵 두번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서 24장을 

점검했던 그 날, 아자형제와 그의 부인인 니니자매가 함께 웍샵에 

참가하였습니다. 니니자매는 미얀마 아카교회를 대표하며, 주통역자인 

부띠자매의 부재시 제 통역을 담당해주는 동역자입니다.  창세기서에서 

제일 긴 장인 24장 점검을 시작하기전에, 제가 아카팀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떠나며 하나님께 

간구한 신부감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에대해 찾아보고 답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후 5시쯤 창세기 24장 

점검을 마무리하게 됐고, 잠시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게 이삭을 위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되심을 서로 기쁘게 나누며 둘째날을 

마쳤습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집을 향해 나갈때, 아자형제가 그의 

아내의 손을 이끌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품고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절하며 아름다운 자매를 아내로 주셨다며 하나님께 감사찬양을 

돌렸었습니다. 아자형제의 추도예배를 아카성도들과 드리는 동안, 저는 

저의 마지막 날도 그처럼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부가적으로 10월2일 즈음에 딸을 출산할 예정인 아자형제의 부인, 니니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아래의 사안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혜리선교사가 텍사스주에서 10월7-17일 
까지 현지성경번역자를 돕기위해 기능이 향상된 Paratext 세미나에 

참석할때, 잘 배우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도록.   

2.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카친팀의 번역초본 점검부가 훈련을 

받은대로 하카시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번역초본을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카친어로 구약을 번역하시는 충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소원하며 계획했던대로 구약번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3. 하나님께서 아카팀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소원하는대로 매주 

수요일에 Skype 웍샵을 통해 창세기 35-50장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4. 하나님께서 혜리선교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현지 

번역자를 돕는 시편서 번역 보조자료를 이번 가을에 개발할 수 있도록.  

 

 

2019년 8월 성경번역 선교 감사기도 편지 

박 혜리선교사 올림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4-8월간 해주신 일들: 
1. 4월:하카친 출애굽기 점검웍샵 

(미얀마) 
�� 5월: 아카 창세기 점검과 Paratext 

교육 (태국) 
�� 6월:  하카친 성경앱 

(안드로이드용) 출간과 수술 
�� 7월: 아카 창세기 웍샵 (태국) 
�� 8월:  %,�선교사 세미나및 연수회  

�월 아카 창세기 서 웍샵  

%,�연례 연수회 

니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