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성경번역 선교 감사기도 편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서 6장5절 말씀)

왼쪽 사진은 제가 신명기서 6장
4절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히브리어로 손
동작과 함께 외우는 장면입니다.
지난 7월초부터 매주 목요일 바이블즈 인터내셔널(비아이) 소속의
성경번역 선교사들이 온라인으로 히브리어 수업을 함께 수강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업전에 잠시 카카오톡으로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랑 통화하며, 제가 히브리어와 손동작으로 “셰마” (들으라!)
구절 외우는 것을 봐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제게 “네 사랑이
엉망이다!”라고 하셨어요. 몇 번 더 반복 연습을 한 후 온라인 수업
중에 선생님이 저를 호명하셨을 때, 잘 외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두달간 신명기서의 “셰마”구절들을 외우며, 하나님을 사랑함
에는 많은 의도된 계획함과 반복적 실행이 요구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대로 그 분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은 굉장히 자세하게 “셰마” 구절중에 예시로 설명해 주십니다.
매일 이 “셰마” 구절들을 외우며, 마지막 절차는 항상 짧은 기도로
끝내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또 부족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비아이에는, 비록 은퇴는 하셨지만 현재까지도 자원봉사하러
비아이 사무실에 출근하시는 한 고령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일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
의 선교사역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안에서도 계속
역사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전심전력적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퇴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선 오늘도 성실히
여러 사역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태국의 아카팀은
올해안에 창세기서 단행본을
출간하기위해 온라인 웍샵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카 줌 온라인 웍샵

미얀마의 하카친 번역초본 점검위원회는 요즘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충목사님의 열왕기 상하서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고,
충목사님은 현재 역대상을 번역하고 계시며, 11월에 계획된 대로
웍샵이 진행되기를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비아이의 연례 성경번역 선교사 세미나와 연수회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성공적 및 안전히
개최되었고, 또한 저는 세미나
중에 한동안 작업해온
출애굽기서 번역 보조자료를
완성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서 웍샵

하나님께서 최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어코던스”라는 성경
소프트 웨어를 새로 구입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제품의 모회사가 사업을 접어
어코던스 를 주셨어요
제품 지원을 하지 않아서,
비아이 선교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장만해야 한다고 해서 2년전
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최근 한 교회에서 특별헌금을 보내주시고, 또한
복잡할 수 있었던 구매과정을 돕는 분도 보내주셔서 참 순조로운
구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 비아이 세미나에서 “어코던스”
사용법을 선교사들 대상으로 시연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30여년간
그 성경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제 성경번역 사역에
제일 적합한 패캐지들로 추천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어서 이번주
부터 새 “어코던스”를 사용해서 웍샵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서 18장 14절) 할렐루야!!!

기도제목: 아래의 사안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아래 아카팀이 창세기서 퀄러티 점검을 잘 마쳐서
10월 말까지 창세기서 번역본을 비아이에 제출할 수 있도록.
2.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카친팀의 번역초본 점검부가 훈련을
받은대로 하카시에서 구약 역사서 번역초본을 잘 점검해 나가고,
충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소원하며 계획했던
대로 남은 역사서 번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3. 하나님 인도하심아래 11월에 예정된 아프리카 가나의 다가리
구약 번역자 세미나를 잘 계획, 준비해 가도록.
4.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현지 번역자를 돕는 시편서와
예레미야서 번역 보조자료 개발을 신속히 잘 마무리 할 수있도록.

항상 주안에서 감사드립니다!

박 혜리선교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