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이미지: 두 어머니와 
자녀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이 IMB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한 마을에서 많은 가족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보조 이미지: 동남아시아의 한 
마을에서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있습니다. “마마”라고 하는 한 
지역의 신자가 이 마을과 같은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습니다.

*보안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도 주간 

6일차

스테판과 에린 스펜서* 부부는 종족 간 분쟁 
때문에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이 지역 사람들의 가정과 마음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가 “마마”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입니다.

마마는 기도에 대한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 죽었던 돼지가 살아났고, 
발진도 없어졌고, 중풍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도 
있습니다. 스펜서 부부는 기도가 마마의 마을을 
변화시켰고, 기도 응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마는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마마의 딸은 돼지가 죽었다는 비참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돼지는 
2-3개월 수입에 맞먹는 금액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스테판은 “마마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있는 
돼지우리로 걸어갔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돼지우리로 기어들어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그 증거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도하는 동안 죽은 돼지가 
일어났습니다.” 

마마는 믿었고 다음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에린은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기도와 이적 



메인 이미지: 한 동남아시아 여성이 막 잡은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이 지역 많은 사람들은 
생업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COVID-19 
때문에 삶의 속도가 느려졌고 덕분에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펜서 부부가 마마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말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마마 마을의 한 여성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4개월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언제 
죽을 것인가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제 아내가 죽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 남편이 
마마에게 간청했습니다. 

마마는 그녀를 고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마마는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0분 후, 그 여성은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여자는 집에서 걸어나와 스테판과 
에린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간증이었으므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에린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기 혼자 있는 것이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낙담이 됩니다.”라고 마마는 스펜서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마마는 스테판과 에린의 후원 교회의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러자 그녀의 눈은 
감사와 놀라움으로 빛났습니다.

“이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11명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기도 제목 
기도제목: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제목: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스펜서 부부와 
다른 IMB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제목: 새신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