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대광/정희아(현호, 현율, 현서, 행복) N국 2018 사역보고 

1. 1년 간의 언어 훈련을 마치고 난 뒤, 2018년 6월부터 저는 Scripture Access Coordinator 로 섬기게 되었습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다음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 번역된 부족성경들의 활용도 및 사용도 조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약 30 여개의 부족들과 연계해서 사역 중인데, 그 중 6개 부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
다. 

2) 번역된 성경을 각 부족에게 배포하고 각 부족별 성경활용을 위한 전략 세우기 

: 번역된 성경들이 각 부족교회와 부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활용 및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현지사역자들
과 함께 실제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세워진 전략을 토대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연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3) 오디오성경공부 인도자 훈련 

: 문맹률이 높은 부족들의 경우, 번역된 성경을 녹음해서 오디오성경을 만들
어 줍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성경을 듣는 리스닝그룹(Listening group)을 만
들어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며 나눌 수 있도록 오디오성경공부 인도자들
을 세우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2. 제가 하는 또 하나의 사역은, FCBH(Faith Comes By Hearing) SIL N국 담당자입
니다. 이 사역은, 오디오성경을 녹음해 주는 FCBH단체의 SIL N국 담당자로 신약 
번역이 끝난 부족들이 오디오성경을 FCBH팀과 함께 녹음하는 과정에서부터 배포 및 활용하는 전 과정을 관리
하는 사역입니다.  

:  올 해는 D.T 부족의 신약성경 녹음을 끝냈고, D.T부족의 오디오성경을 Player와 함께 배포하고, 이 오디오성경
을 듣고 사용하도록 돕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3. B교회 협력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개척한 지 7년이 된, 현지교회 목사님과 연
결이 되어 그 교회를 돕게 되었습니다. 성도 수는 약 50여 명이 되지
만, 여전히 자립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열악해서 또 다른 현지교회의 
도움으로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씩 설교사역과 함께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만
나서 성경공부 및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넷째 출산을 위해 잠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8월 초 

귀임 예정). 넷째 출산예정일이 5월 13일인데, 가장 좋
은 때에 건강히 출산하고 정희아선교사의 몸도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2.파송교회, 협력교회, 동역자 분들을 만나 나누게 하심
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N국을 위해 기
도 하며 동역해 갈 수 있도록  
3.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현율이 현서가 한국인으
로서 정체성을 세워가고 건강히 다니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4.N국의 사역자들과 B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의 영육간
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
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