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이사분기에도 함께 기도해 

주신 성경번역 사역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기도응답과 감사찬양은 

하카친팀을 통해 주셨습니다. 
최근 7월에 미얀마의 양곤시에서 가졌던 하카친 웍샵은 준비기간중에 

여러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 

번역자의 바쁜 스케줄로 번역초본이 계획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그 

번역초본을 받아 하카친어로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번역되었는지를 

점검해야하는 번역초본 점검위원회도 여러 교회 행사로 잘 모이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하카친팀의 컴퓨터담당이자 에디터 그리고 

백트랜스레이터로 여러 임무를 담당하시는 폴목사님의 건강에도 

이상이 있었습니다. 전임 성경번역사역 2년차인 제게 하카친팀의 

고전은 어려운 문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바이블즈 

인터내셔널의 선임 베테랑 선교사님들께 지혜와 해결 방안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제게도 하카친팀에게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 생각을 갖고 미얀마를 

향해 출국하는 제 마음을 여행도중에 겸비케하셨고, 미얀마 현지에 

도착해서 하카친팀을 위한 여러 웍샵 세부사항을 조율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특히 바이블즈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지부장이신, 티모티 망 박사님을 웍샵 

첫날 아침에 모시고 하카친팀을 위해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망 

박사님은 이번 11월에 출간될 팔람친 

성경의 주 번역자이셔서, 그분과 그의 

팀이 어떻게 10년의 짧은(?!) 시간속에 

번역을 마치실 수 있었는지를 

들었습니다. 또한 간증을 들은 후, 우리 

하카친 팀의 현재 구약번역 진도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향상시켜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논의했습니다. 
한동안 아프셔서 하카친 번역작업에 잘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폴목사님도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시에서 갖는 웍샵에 참석하기위해 

오셨고, 도착직후 바로 병원진료를 받고 검사 

후, 의심했던 암이 아니라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폴목사님도 좀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기쁘시다고 했고, 나머지 하카친팀도 

진단 결과에 감사드렸습니다. 폴목사님의 목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돕기위해 컴퓨터 

모니터가 선물로 제공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하카친어 성경번역에 애쓰시겠다고 하시는 폴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카친팀과 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렸습니다. 이번 

7월 웍샵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분들 중 

한 분이신 망선생님은 하카친시의 은퇴 

고위관료시랍니다. 오랜 관직생활 후 

남은 노후에 대해 생각하시던 중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하카친어팀의 

번역초본 점검 위원회에 초대 받으셨고, 
어릴적 쪽성경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동을 상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년에 

부여하신 특별한 임무에 감격해하시며, 그의 경험과 재능을 전부 

사용해서 그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사용할 성경을 만들겠다고 

열심이십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하카시에서 옵니다. 7월말 하카친팀이 

하카시로 돌아가서 7월에 진행됐던 

웍샵을 보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과 소망을 하카친 초본점검부 

위원들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모이신 

목사님들과 위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결심하신 

대로 매주 모이고 계시며, 지난주에는 

민수기 10-13장을 점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아래의 사안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성경번역 웍샵:  

2.  하나님께서 혜리선교사와 하카친팀에게 은혜를 주셔서 11월에 

예정된 출애굽기 점검 웍샵을 전심 전력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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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나님께서 11월17일에 예정된 아카 신약 출간 기념예배를 

축복해주시고, 아카 성도들이 새 문자체계를 사용한 신약성경을 큰 

어려움없이 수용해서 읽고,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5.   박선교사가 현지 성경번역팀을 위한 성경번역 웍샵과 세미나를 더 

효율적이고 은혜롭게 진행하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도록. 

 

2018년 9월 성경번역선교 감사 기도 편지  

하카친어 팀: 출애굽기 점검; 11월 12-23일 (미얀마) 

박혜리 선교사 올림 

감사해요, 하나님... 

더 큰 감사함으로,  

하카시의 초본점검부 모임 

망 박사님과 하카친팀 

폴 목사님 

야곱목사님과 미스터 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