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 나라 임하소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딜 가든 복음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주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과 평화

(샬롬)였습니다 (사 52:7). 이 좋은 소식을 

나누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이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재키 선교사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재키 

선교사는 마나갈라시 사람들을 섬기기 전까지는 

영들의 존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나갈라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금기입니다. 재키는 

그들의 미신적인 생각에 맞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만큼 자기가 아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불렀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악한 

영들에게 심하게 가위눌렸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이 경험으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존재들을 무서워하는지 

자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나갈라시 사람들은 단지 이 일뿐 아니라 

그녀의 기도의 능력을 인해 재키 선교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조상들에게 빌고, 청소년들을 영적이 효험이 있는 

곳에 보내보는 등,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키 선교사는 여성들의 성경공부 

시간에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날 밤에 당장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키 선교사는 확신이 서질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분 

쯤 지나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재키 선교사와 그녀의 언어조력자 

소날루가 함께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때 

어떤 여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날루는 

그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이나 걸려 그 가파른 산들을 

넘어 재키를 만나 아픈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곧 함께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에 낯선 30대 중반의 남자가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짐과 나에게 팔을 벌리고 

웃으며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위독했을 

때, 우리 엄마가 산을 넘어 찾아왔었지요? 제가 

바로 당신들이 기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시간이, 해가 지기 전 2/3 

쯤 갔을 때였습니다(오후 4시 경). 바로 그 

때부터 제 몸이 나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일어나서 수건을 들고 씻으러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때가 언제인지 

압니다. 여기 눔바 마을에 와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Holes in the 

Darkness, by Jaki Parlier, pp.149-161에서 인용) 

회당장 야이로,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 등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자비와 능력 베푸시길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그리고 또 

선교지에 있는 그들을 다스려주시길 기도합시다. 

지금 바로 여기에, 그리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위클리프 캐나다는 성경읽기를 통해 캐나다 내의 교회들이 살고, 동시에 기도와 1절 1센트 헌금을 

통해 선교지의 성경없는 부족을 축복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위클리프 캐나다로 연락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10/9 (주일) 10/10 (월) 10/11 (화) 10/12 (수) 10/13 (목) 10/14 (금) 10/15 (토) 

마 23-24 마 25-26 마 27-28 막 1-3 막 4-5 막 6-7 막 8-10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God’s Kingdom come!” 

Wycliffe Canada has started a Bible reading movement through which churches in 

Canada can be revived and those people groups who do not have the Bible can be 

blessed by the prayers and offerings of the participants, a cent per verse. Please con-

tact us if you want to join.            rbbb@wycliffe.ca     416-888-2262 

Sun, Oct  9 Mon, Oct  10 Tue, Oct  11 Wed, Oct  12 Thu, Oct  13 Fri, Oct 14 Sat, Oct 15 

Mat 23-24 Mat 25-26 Mat 27-28 Mar 1-3 Mar 4-5 Mar 6-7 Mar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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