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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

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 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지

요. 히말라야 산맥의 차인푸르 마을에서도 그

러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프렘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신의 조카가 그 

사실을 경찰에 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은 프렘을 끌고가서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경찰서에서 죽을

까봐 집에다 끌어다 놓았답니다. 그러고는 아

내인 다리마를 협박하고 물건들을 훔쳐갔습니

다. 프렘이 경찰에게 맞았을 뿐 아니라, 두 부

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힛’이라는 벌을 받았

답니다. ‘바힛’은 마가르 부족에게는 가장 심한 

벌이었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도록 하는 벌

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6개월 동안 벌

을 내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서 일하셨겠

습니까?

   프렘과 다리마 부부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수 때에는 많

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힛’ 때문

에 차인푸르 마을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을 도와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

도 있었지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이 

때가 바로 자신들이 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였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

을 했고, 단 하루 만에 추수를 끝냈습니다. 그래

서 프렘과 다리마 부부는 예전 보다 훨씬 더 싼 

값에 추수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프렘과 다리마 부부를 어

렵게 했던 이들을 벌하셨습니다. 프렘을 경찰

에 고발했던 조카는 갑자기 무릎에 문제가 생

겨 7일 만에 죽었습니다. 또한 프렘을 때렸던 

경찰 책임자도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밤

에 술 마시고 돌아오다가 산 길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죽었습니다. 

… 이로 인해 사람들은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

스도인을 미워하던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

지 않았다는 것을요. 

또 하나님은 다리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

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리마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당했지만, 

아픈 이웃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녀는 말씀에서 배운대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아

무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

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것 같았

습니다.   

차인푸르 사람들은 프렘과 다리마를 막고 가뒀

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수도 가둘 수도 없

었답니다. 프렘과 다리마는 실망하지 않고 도

리어 마을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멈추

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 가

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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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저와 친구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
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스르지 않
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
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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