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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명의 병을 낫게한 사람 

 

오늘날 잃어버린 이야기 속에서 François Schlatter의 특별한 운명은 

넓은의미 에서 하나님이보내신 사람들중 한사람이였지만 Gil Alonso-

 Mier는 그가 중요 인물임을 이책에서 다시 밝혔다. 

이책은 불문으로 쓰여진 최초의   François Schlatter의 전기다. 

100.000의 환자를 치료한 신통력의 François Schlatter은 1856년 4월 

19일 알자스 지방 에버시넴에  독실한 신앙 가정에서 아홉번째 자식으로 

날때부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아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의어머니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적적으로 낫게되었다. 회복후 

그의운명은 하나님의해 선택받은자의 특별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870그의 아버지가 사망한후 François Schlatter는 구두 수선공이 되길 

소망했다 이직업의 상징적의미는 훗날  밝혀질 일이지만 그가 변해갈 

발자취를 예측할수있다. 

그를 인도한 « 하나님 »의 뜻에따라 1884년 미국으로이주하여 

콜로라도주 덴버에 정착했다 거기서 그는 치료의 임무를 시작하였는데 

« 억제 할수없는 부름 » 을 받고 730일 동안은 걷기 시작했고 

미국8개주를를 통과하면서 기적적인 치료를 행하였다. 방랑자로 감옥도 

갔다왔지만 François Schlatter를 막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다. 

 방랑은 끝이나고 약 9000킬로를 돌아서 뉴멕시코의 도시 Albuquerque 

에 도착하면서 40일 동안의 사막에서 단식을 시작하였다. 그의 출발지인 

덴버로 돌아가서도 매일 그를 따라다니는  밀집된 군중들 속에서  



 

 

꾸밈없이 수수한 사람으로, 치료자로, 기적적인 신통력의소유자로 

찬사를 받았다. 

약 100.000의 고통받는 모든 조건의 사람들은 François Schlatter에 

의해 58일 동안 치료 되었다. 

1895년 11월 14일 François Schlatter 가 덴버에 사는 Fox씨 댁에 기거 

하고 있었을 무렵 Fox씨는 François Schlatter의 방에서 한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 Fox씨 내 임무는 끝났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안녕히계십시요. François Schlatter » 그 후론  아무도 

그를 볼수 없었다. 

François Schlatter에게는 많는 이름이 있었다. 세기의 가장위대한 

신통력자, The Healer,(치유자), El Sanador(선생님), 하나님의 계시인, 

성덴버, 100.000을 치료한 대예언자, 콜로라도의 가난한 구두수선공… 

그래서 누가 진짜 François Schlatter 였는가?  Papus에 의해 -미스테리 

연구학자- 1909년 1월 « 리니시아시옹 » 잡지에서 서술 하기를   

« François Schlatter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였다.우리가 아는건 단지 

그의 베일에싸인 사회적위치와 출신성분이고, 1855년 태양에서온 

11명중 하나 였다. » 

이책은 아주 많은 미간행 자료들을 처음으로 다룬 작품으로 3년에 걸쳐 

프랑스와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여러 방면에서의 풍부한 학식을 

보여주는 책이다. 

Gil Alonso- Mier 는 François Schlatter의삶을 단순한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이책은 당연히 우리가 기다려온 위인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