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이미지: 롬베나 부인은 토고 
침례교 성경 연구소에서 배운 구술 
방법을 사용해서 카비예 남자와 
성경을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이야기의 
진실성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조 이미지: 선교사인 케이티 
쉐파드*

*보안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도 주간 

4일차

롬베나 부인은 일반적인 서아프리카의 
인사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쉽게 전환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토고 남자는 그녀의 생생한 
이야기에 금세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음은 그녀가 
그의 언어로 만든 성경 이야기의 진실과 의미에 
대한 활발한 토론입니다.

그는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진심 어린 얼굴로 그녀에게 간청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트레이너 에소디나 아이와
(Essodina Ayewa) 목사는 기도하는 남자에게 
손을 얹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듣고, 완전히 이해합니다.”라고 아이와 
(Ayewa)는 말합니다.

롬베나는 거의 40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최근에 
IBBT(Baptist Bible Institute of Togo)에서 3
년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처음으로 커리큘럼에 
구술 방법에 대한 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서면 의사 소통 방법보다 구두 의사 소통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성경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IBBT 책임자인 돔베 차라레 (Dombe Tchalaré) 
목사는 “성경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모든 학생들이 훈련을 받도록 
했고 성경 연구소 내에 전용 “구술 학교”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로   
전하는데 앞장서는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 



아이와 (Ayewa)는 구전 훈련이 어떻게 그들의 고전적인 신학 
교육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강조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사용하여 “그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교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줍니다.

구술 교육은 토고 최초의 교육으로, 원래 IMB 선교사들이  
교육한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IMB 선교사인 케이티 쉐파드*는 5개국의 현지인들 팀과 함께 
트럭 운전사들에게 10년 넘게 성경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전사들이 일반적으로 복음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야기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케이티는 “그들은 이야기에 대해 질문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문을 열어주십니다.”라고 합니다.

케이티의 팀은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현재까지 IMB 선교사들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25명 이상의 현지인 구술 훈련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십 종의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수천 명의 
성도들을 위한 구술 워크숍과 세미나를 지도했습니다.

세니 주그라나 (Seni Zoungrana) 전도자는 구술 워크숍을 
지도하는 훈련 지도자중 한 명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7:9에 
주어진 기쁨과 책임에 대해 말합니다.

“그날 우리는 다른 언어로 같은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멜로디를 상상해보세요!”

메인 이미지: 구술 트레이너의 대가이자 전도자인 
세니 주그라나는 IMB 구술 프로젝트인 스토리 
투게더 워크숍에서 목사와 학생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구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 제목 
기도제목: 구술 트레이너들이 효과적으로 
성경을 이야기로 전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제목: 훈련받은 IBBT 졸업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그들이 배운 구술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들이 듣는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마음 속에 확신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