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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을 찾아 왔어요.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

요?   친구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늘 궁금했어요. 

왜냐면  율법은 잘 지키지만,  마음은 착하지도 진실 되

지도 않은 이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

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 

분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놀

리거나 따돌릴 수도 있으니까 깜깜한 한 밤중에 가서 

영원한 생명얻는 방법에 대해 물어 보려구요. 드디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그 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

었어요. 예수님은  이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고 말이지요.  

니고데모가 늦은 밤 찾아왔던 것 처럼, 하우나 마을의 

추장 사우페리가 매를린 라즐로 선교사님을 찾아왔답

니다. 사우페리는  부적으로 여기는  뼈다귀  같은 것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언제 어떻게 이 뼈다귀들을 쓰는 

지 설명하였습니다.

매를린 선교사님은 무서운 영화에서 봤던 검은 구름이 

방을 덮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예수님, 나쁜 

것들이 느껴져요. 하지만  주님은 이 보다 훨씬 힘이 세

시고 능력이 많으시지요?  이 사람들이 믿는 귀신들을 막

아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매를린 선교사님은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를린은 성경을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

다.

“이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성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악어도 만드시고, 화식조(투구처럼 생긴 볏을 가진 

타조같은 새, 크고 무거우며 사납기로 유명한 새)도 

만드셨습니다. … 귀신들이 절 무섭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

니다. 사우페리, 당신도 예수님꼐서 당신의 목구멍 

속에 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픽 이왐 사람

들은 사람의 존재가 목구멍에 있다고 믿는답니다.) 

사우페리는 뼈다귀들을  주워 담고 다시 길을 갔습니

다. 물론 자신이 온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

고 부탁을 했답니다. 매를린은 왜 사우페리가 그런 행

동을 하러 일부러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잠을 잘 수 없

었습니다. 사실 하우나 사람들은 부적같은 물건들을 여

자들에게 보여주면 신기한 힘들이 없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우페리는  매일같이  찾아 왔고 그때마다 영

적인 것에 대해 물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

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물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커피(그들의 말로는 ‘단 물’이라 부름) 를  

맛있게 마시더니, 한 손을 성경에 얹고 말했답니다.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너

무 달콤해서  설탕같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내 목구

멍에 들어와 계시길 원해요.” (Mission Possible, 

by Marilyn Laszlo with Luci Tumnas, 99~104쪽

에서 인용.)

사우페리는 이제 부적 같은 물건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께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제자

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

고 모두들 말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서 말하기

도 하였고(요 7:50-52),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정성스

레 장례식을 준비하기도 하였답니다(19:39). 사우페

리 추장도 매를린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고  함께 일하

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우페리 덕분에 매를린은 세픽 

이왐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가 있었답니다.  오늘도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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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태어난 ㅅㅏ람들

예수님, 저도 친구들이 부끄럽지 않게 예수
님을 만나도록 돕고싶어요. 얼마나 힘세시
고 좋은 분인지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4:16-21
13:22-30
3: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