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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

신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

시고, 그들을 찾아가셔 도우십니다. 세계 곳곳에 흩

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필리핀 북쪽의 루존(Luzon) 섬 고산지대(높은 산

이 있는 지역)에 사는 발랑가오 사람들에게 일어

난 일입니다. 그곳에 아이들 다섯이 죽은 한 아빠

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딸 테클라를 살리기 위

해 자기 영혼을 귀신에게 팔았습니다. 그 아빠와 

테클라는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테클라는 

가끔씩 마을에 찾아와 말씀을 전하는 순회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미국에서 성

경번역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조앤 셰틀러가 

마을에 왔을 때, 테클라는 언어조력자(성경 번

역을 위해 현지언어를 가르치고 돕는 사람) 가 되

었습니다. 한번은 조앤 셰틀러가 끔찍한 비행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고를 통해 도리

어 테클라와 발랑가오 사람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테클라는 마지막 언덕을 넘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저희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천

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면, 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주아

미(조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게 아니라, 정말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

되길 원하신다면, 주아미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

세요. 주아미를 살려 주시겠다는 증거를 주세요... 

제가 ‘주아미’ 하고 불렀을 때, ‘테클라’라고 대

답하면, 하나님이 주아미를 살려주실 줄 믿겠습

니다.” 

내(조앤)가 눕혀진 방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죽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려는 일종의 선

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 테

클라가 방안으로 들어오는 걸 알았습니다. “주아

미, 주아미!” 

“테클라, 테클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소리를 

내뱉을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클라는 숨을 죽여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서

서 말했습니다. “주아미가 살아난다, 주아미는 

살 거야!”

테클라의 말에 아랑곳 없이 사람들은 귀신 같이 

피범벅이 된 몸뚱이에 징그럽게 불거져 나온 내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테클라, 이미 죽은 거

나 다름 없어... 겨우 숨만 달랑 붙어 있잖아.” 

테클라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

야, 괜찮을 거라구! 난 알아!” 그리고 테클라는 밤

새 나를 지켰습니다. (『조앤 셰틀러 스토리』, pp. 

26~27) 

테클라뿐 아니라 다른 발랑가오 신자들도 밤새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

님 주아미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 성경번역

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성경

번역을 마치게 해주세요.” 

사고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조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조앤은 발랑가오 성도들이 깊은 기도를 경험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발랑가

오 성도들은 그날 밤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테클라

도 마침내 자신과 또한 성경번역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만 기도응

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선교사들과 

새로 믿게 되는 선교지의 신자들이 동일한 기도 응

답을 체험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

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

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 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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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혹시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간절히 기도
했던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또 그 결과 
부모님의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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