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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보

았나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

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 아닐까요?  예

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들었던 사람들이 낫고 귀

신들은 쫓겨나고,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게 되었지

요.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재키 선교사님에게도 이 놀라운 일은 계속 해서 일

어났답니다. 재키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

해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마나갈라시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마나갈라시 사람들은 특별히 귀

신이나 악령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너무 무서워 했

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

게 하였습니다.  재키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자기가 아는 죽은 사

람들의 이름을 모두 불렀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재키

는 꿈 속에서 무서운 영들의 공격을 받았고 예수님

의 이름을 부르고서야 겨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 재키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나갈라

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된 영들을 무서워 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마나갈라시 사람

들은 무서운 영들을 이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나갈라시에 오래동

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걱정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신들의 조상에게 기도

도 해보고, 신비한 장소에  청소년들을 보내어 보기

도 했지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

니다. 그 때 재키 선교사님은 여자 어른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당장 비

가 내리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재키선교사님은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

셨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분 쯤 지나서 빗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나갈

라시 사람들은 재키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

로 알게 되었답니다. 

 또 하루는 재키 선교사님은 마나갈라시 말을 가

르쳐주는 소날루와 함께 빵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때, 한 여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아들을 위해 기도부탁을 하러 높고 

험한 산들을 넘어 이틀 동안 걸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바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에 

처음 보는 아저씨가  재키에게 웃으며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위험할 때, 우리 엄

마가 산을 넘어 찾아왔었지요? 제가 바로 당신

들이 기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

“ 여러분이 기도했던 시간이 해가 지기전 2/3 

쯤 갔을 때였습니다 (오후 4시쯤). 바로 그 때부터 

제 몸이 나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일

어나서 수건을 들고 씻으러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답니다. 

여기 눔바 마을에 와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Holes in th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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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성경의 이야기처

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은

혜와 능력을 베푸신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

고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또한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주

시길, 그리고 또 멀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왕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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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저도 어두운 곳이 무서워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지합
니다. 무서운 것들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23:1-13
28:1-10, 18-20
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