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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미션코리아 리뷰(MKR: Mission Korea Review)는 2년 년 전 선교한국구
조가 대회조직위원회와 파트너스위원회로 나뉠 때부터 기획됐던 것인데, 이
제 첫 호를 내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선교동원의 방향은 이벤트(event) 중심에서 과정(Process)을
포함한 전략적 동원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선교 전체의 과
제이기도 하다. 전략적 선교, 선교사의 자질, 선교 콘텐츠, 새로운 패러다임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선교동원에서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들을 알리고 방향을 모아가기 위한 잡지를 오래전 부터
생각해 왔다. 그런 고민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미션코리아 리뷰이다. 이 잡
지의 방향은 제목에서 읽을 수 있듯이 선교동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뒤돌
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최근 한국선교 안에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
나고 있다. 이런 생생한 논의들이 정리되고 전달되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잡지의 형태를 빌려서 선교동원에 관련된 논의들을 선교사,
목회자, 선교전략가, 관심자들에게 빠르고 생생하게 정리해서 전달하게 하는
것이 MKR을 발행하는 목적이다. 분기마다 일어났던 선교동원 관련 세미나,
포럼, 주요 출판물, 자료, 세계선교의 흐름 등을 소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이 현재 선교의 주요 흐름과 논의를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MKR을 통해서 한국선교의 흐름을 뒤돌아보면서 내다보는 일이 일
어나길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읽는 이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웹에서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번 첫 호에서는 현재 선교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를 담아내는 여러 포럼
들을 소개하고 있다. 각 포럼이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것들의 전체적인 배경
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몇몇 특별 코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선교와 연관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서적을 소개하는 코너가 이번에 실렸다. 다음호 부터
는 경력선교사들의 영적 여정을 싣는 코너도 준비될 것이다. MKR의 편집 방
향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잡지
의 외형이나 형식보다는 글 중심으로 편집했다. 앞으로 독자들의 반응이나
유통통로를 살펴보고 잡지의 형식이나 유통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호는 일종의 예고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가능하면 영문으로도 번
역, 출판할 예정이다. 독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좋은 잡지를 만드는 첩경
임을 독자들이 더 잘 알 것이라 믿는다.
한철호, 선교한국파트너스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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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세계선교의 동향과 주요이슈들
정민영, 국제위클리프(Wycliffe Global Alliance) 부대표

들어가며—시대를 읽는 선지자적 안목
세계선교의 동향을 살피는 일이 왜 중요한가? 자기 앞
에 놓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게 아닌가? 자기일
감당하기도 벅찬데 굳이 세계선교의 흐름까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거시적 관점이 미시적 과업의 수행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지난 2007년에 열린 성경번역선교회(GBT) 총회의 주
제는 ‘영원한 말씀과 변화하는 세상’이었다. 2005년 국
제위클리프 총회의 주제인 ‘변화하는 세상 속의 말
씀’(The Word in a Changing World)을 반영하는 이
주제는 한국교회에 친숙한 선교학자 하비 콘의 명저 영
원한 말씀과 변천하는 세계1를 인용한 것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할 상황화의 과제와 아울러,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 40:8)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천명하는 이중적 의
미를 담았다. 이것은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와
교회의 과제인데,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근거한 건강한 선교전략의 수립이 우리 모두의 당
면현안인 셈이다.
세계선교의 큰 흐름을 제 때 파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먼저 숲을 본 후에 나무를 봐야 한다는 인식
의 원리도 그렇지만, 선교란 고정된 과녁이 아닌 ‘움직이
는 표적’을 맞춰야 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
리는 고정된 형태로 진공 속에서 계시된 게 아니라 다양
한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히브리서 저자
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
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히 1:1)에 대해 말
한다. 하나님의 시대적 섭리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
려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는 안 된다.
2008년 국제위클리프 총회는 ‘시대를 이해하고 할 바
를 깨닫자’(Understanding the times; Knowing what
to do)라는 주제로 모였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다양
한 지파와 가문에서 수천에서 십 수만에 달하는 용사들
이 나서는 반면 잇사갈 자손에서는 불과 200명만 합류
하는데, 그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대상 12:32)였다. 시대의 흐름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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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고 신앙공동체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지
도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수님도
“시대의 표적”을 읽는 영적 시각의 중요성을 말씀했는데
(마 16:3),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
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선지자적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선교의 대상과 현장은 세상이므로, 선교환경의 현황파
악을 위해 먼저 범세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세 가
지 상호연관적 흐름—이동, 세계화, 도시화—을 고찰한
후, 교계 및 선교계의 최신동향과 이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세가지 연관된 흐름: 이동, 세계화, 도시화
이동/이주 (Migration)
20세기의 현저한 특징이 냉전이었다면 21세기의 특징
은 냉전의 종식에 따른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
화, 종교 등 제반 질서의 재편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양분되고 고착되었던 세상에게 냉
전종식은 해묵은 빗장을 풀고 굳게 닫쳤던 문들을 활짝
열어주는 해방의 신호탄이었다.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
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은 실로 전대미문의 이동 및 이주
의 물결에 휩쓸렸고, 향후 그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여
행 및 외환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이나 국
제무역뿐 아니라 선교의 문호도 부쩍 넓어졌다. 선교한
국 운동이 그때부터 태동된 게 결코 우연은 아니다.
인구의 대이동은 과거 특정지역에 머물던 선교대상이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거나
제3의 장소로 옮기는 상황을 연출했다. 고정표적이 홀연
히 움직이는 표적으로 바뀐 셈이다. 남미 선교학자인 사
무엘 에스코바는 이러한 현상이 세계선교의 도전인 동시
에 기회라고 말한다.2 이주와 이동은 그간의 지정학적 접
근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상집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전략을 요구하는 도전을 주지만, 제한지역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이동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선교적
기회가 열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MISSION KOREA REVIEW 2012.10. VOL. 1.

인구이동은 탈기독교시대로 접어든 서구교회의 영적
경신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이기도
하다. 과거 한반도를 포함한 비서구 지역에 수많은 선교
사를 보냈던 서구교회의 영성이 극도로 쇠하자, 하나님
은 동유럽과 비서구 그리스도인들을 서구로 보내셔서 서
구교회 경신의 자극제로 사용하고 계신다. 한편, 산지사
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세계선교의 첨병 및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전략적 자원이기도 하다. 초대교
회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사도행전 선교의 주역이었
듯이, 인구 대이동을 통한 디아스포라 시대의 도래는 마
지막 때에 지상명령 완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와 맞물린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3
세계화/지구촌화 (Globalization)
21세기 세계의 가장 현저한 흐름은 단연 세계화일 것
이다. 세계화는 인구 대이동의 결과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관습, 체제, 사상, 가치 등이 부딪치고 뒤섞이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s) 기자인 토마스 프리드만은 그의 최
근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세계화가 지구촌 곳곳에
미치는 거대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4
이제는 더 이상 한 나라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
물 안에서 일어나는 단절된 현상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양한 지역이 지구촌의 흐름에 영
향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미국 월가(Wall Street)의 붕
괴가 세계경제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로 이어지
고, 서해안에서 발생한 원유유출 사고가 한반도뿐 아니
라 지구촌 전체의 환경문제에 직결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5 인터넷의 등장으로 세계는 문자 그대로 ‘지구촌
마을’(global village)로 변했고, 역사상 최초로 민족국가
의 틀을 초월한 헌법아래 하나의 연합국가를 형성한 유
럽연합(EU)도 세계화 현상의 한 사례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곧 지구촌 평준화는 아니다. 불균형
발전을 통한 빈익빈부익부 및 기득권 강화현상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문명의 이기나 세계화의
특혜를 누리는 집단과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물과 기름
처럼 분리된 채 날로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데, 미전도종
족이 대부분 그 혜택에서 제외된 집단이라는 사실이
21세기 세계선교의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온다.6
한편, 세계화와 더불어 정반대 흐름인 지역화가 병행
되는 현상이 현저한데,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흥이나 종
교적 근본주의의 부상이 바로 그것이다.7 과거 기독교에
대해 친화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중립적 태도를 견지
하던 집단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배격하는 종말적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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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21세기 선교의 남은 과업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님을 시사한다.
세계화의 물결은 세계와 지역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
들었다. 과거 단일민족이 모여 살던 한반도에 다양한 외
국인들이 유입되어 한민족과 더불어 사는, 이른바 세계
와 지역의 공존공생(global-local symbiosis) 현상이 좋
은 예이다. 이제 더 이상 선교를 ‘해외’라는 구별된 지역
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되었고,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와 받
는 나라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이른바 ‘문밖의 세계선
교’(world mission at your doorstep)가 교회의 당면과
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교회는 더 이상 제한된 지역적
이슈에만 매어서는 안되고 또 그럴 수도 없게 되었다. 비
록 물리적으로 특정지역에 머물지라도 온 세상을 끌어안
는 안목(think globally, act locally)이 요청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8
도시화 (Urbanization)
인구의 이동은 다분히 도시지향적이다. 산업혁명 이래
가속된 도시화 현상은 지난 수십 년 사이 그 속도와 규모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많은 거대도시들
(megacities)이 출현하게 되었다. 거대도시는 대부분의
자연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뿐 아니
라, 세계화 현상과 맞물려 기존의 종족집단 경계를 초월
하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다중적, 복합적 관계 네트워크
들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생태학 및 도시해석학의 연구개
발과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선교
계에 던져주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교사 파송국의 지역교회들
이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견 도시화의 도전
에 대처하기 유리한 조건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도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절대빈곤, 인신매매, 조직범
죄, 폭력, 마약, 도박, 미혼모, 십대가장,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외면하는, “도시
사역이 부재한 도시교회”가 많다는 사실이 도시복음화
나 도시선교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요즘처럼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종류도 많고 빈도도
높은 때가 언제 또 있었던가 싶은데, 정작 세계인구의 대
부분이 모여드는 거대도시들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제
자들을 만나기는 좀처럼 힘들다는 모순 앞에서 제자훈련
의 본질과 틀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
를 절감한다. 주께서 무려 2천년 전에 교회에게 맡기신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이 좀처럼 완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진정한 제자도의 부재(the Great
Omission) 때문이라는 이 시대의 선지자 달라스 윌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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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의 지적에 공감하면서,9 우리네 ‘제자훈련’이 과연 남은
과업을 감당할 일꾼을 양성하는 틀인지, 선교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영적 야성을 길러내는 것인지 온실에서 진
행되는 영적 유희인지 심각한 질문들을 던져야 할 것이
다.
2. 비서구교회의 급성장
21세기 교계의 가장 현저한 흐름은 이른바 ‘2/3세계’
교회의 급성장이다. 저명한 교회사가 케넷 라토렛은 2천
년 기독교역사를 기술한 그의 방대한 저서에서 개신교선
교가 본격화되고 확장된 19세기를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라 칭한 바 있는데,10 그렇다면 20세기
는 더 위대한 세기였고, 선교의 종결이 예상되는 21세기
는 가장 위대한 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에 하나
님은 2/3세계 교회를 일으켜 세계선교의 동반자로 세우
고 계신다.11
성서신학자 및 선교사 출신으로 세계선교역사를 저술
한 스티븐 니일12 은 19세기의 특징을 프랑스혁명(1789
년)으로 촉발된 근대민주주의의 발흥으로 보았고, 20세
기의 특징은 볼셰비키혁명(1917년)으로 시작된 냉전시
대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21세기는 냉전종식의 서막인
베를린장벽의 붕괴(1989년)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특징은 냉전종식에 따른 정치, 경제,
외교 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새롭고 다양한 창의적 선교
의 기회들이 열리고 지구촌 선교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필립 젠킨스13는 최근 교계와 선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그의 저서를 통해 이제 서구주도형 교회시대는
지나갔고 지구촌 교회시대가 도래했음을 천명한다. 전통
적 서구교회가 급격히 몰락하면서 새로운 비서구교회가
급부상하는 이 시대적 흐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교회사가 앤드류 월즈에 따르면, 그것은 서구
가 기독교 후기사회로 전락하는 일(Post-Christian
West)을 허용하시면서 기독교가 서구종교라는 오해를
벗고 진정한 세계종교로서의 위상(Post-Western Christianity)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14
3. 비서구교회의 과제와 책임
세계선교운동에서 비서구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와
책임은 무엇일까? 최소한 세 가지 주요이슈를 생각해볼
수 있다: 1) 축적된 세계선교의 경험과 노하우 학습; 2)
창의적 2/3세계 선교모델 제시; 3) 선교운동의 국제화.
축적된 세계선교의 경험과 노하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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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로 세계선교의 대열에 합류한 한국과 2/
3세계교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
는 선교외형의 성장보다—그것도 중요하지만—질적 성숙
이 아닐까 싶다. 질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
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만 지켜
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개척
자들이라면 모를까, 한국 및 2/3세계 선교가 굳이 시행
착오의 어설픈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천여 년
기독교 선교역사와 2백여 년 개신교 선교역사를 통해 검
증된 경험과 노하우가 산지사방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선교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피하고 효율
극대화를 통해 선교를 종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따라
서 지난 30년에 걸쳐 지속된 한국선교의 수많은 시행착
오는—한국선교의 독특한 공헌을 인정하더라도—참으로
뼈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성경적 원리 및 2천 년의
임상적 실험을 통해 검증된 해법을 짐짓 무시하고 굳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정
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다. 21세기를 맞은 한국선교는 이
제 어설픈 시행착오보다 확인된 방법과 전략을 활용하여
남은 과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15
창의적 2/3세계 선교모델 제시
지구촌 선교시대의 도래는 세계선교에 대한 비서구교
회의 독특한 공헌과 모델을 요구한다. 서구선교의 방식
을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거나 대충 흉내 내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다. 전통적 선교에서 물려받아야 할 것과 걸러
내야 할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면서도 2/3세계 선교의 체형에 맞
는 창의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비서구교회는 서구선
교를 포함한 세계교회가 2천 년간 축적한 선교적 경험과
노하우를 섭렵해야 할 과제와 아울러, 비서구의 독특한
안목과 경험을 축적해야 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
다. 문제는 그러한 노력이 태부족인 현실인데, 비서구선
교가 선교적 행동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험의 자료
화, 평가와 비판을 통한 전략적 발전, 학습을 통한 시행
착오의 방지 등을 통해 세계선교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줄
것을 선교계는 기대하고 있다.
2/3세계 선교시대의 도래는 그에 걸맞은 선교적 대안
과 모델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준비되
었든 안되었든, 2/3세계 선교운동의 앞줄에 서있는 사실
자체로 창의적 2/3세계 선교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한국교회에게 주어져있는 셈이다. 세계선교에 동
참하기 원하는 비서구교회들이 최근 들어 부쩍 한국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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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얼마 전 선교대회의 노하우를 배
우고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선교한국을 방문한 인도
네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지난 수년간 선교한
국 대회를 찾는 비서구 참석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들
입장에서 서구선교의 방식을 따르기는 너무 벅차고 상황
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처지가 비교적 비슷하게
여겨지는 한국선교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다.
설악포럼은 바로 그러한 과제에 대한 한국 선교계의 바
람직한 반응인데,16 향후 다른 2/3세계 선교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풀어내는 자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17
선교운동의 국제화
선교는 본질적으로 세계적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무관하게 선교를 그 관점에서 조명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교란 세계화 시대
의 도래로 인해 비로소 부각되는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선교가 건강한 세계화를 부추기고 선도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아닌 수평적 의미의 세계화란 복음에서만 발견되
는 개념이고, 선교란 바로 우주적인 복음을 구현하는 사
역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인식이 결여되고 국제화 과정이 생략된 선교
행위는 오히려 선교의 장해물이 된다. 배타적 민족주의
나 제국적 패권주의는 본질상 선교와 공존할 수 없는 법
인데, 그간의 한국선교는 다분히 폐쇄적이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18 현대선교운동 40년
째를 향하는 한국선교는 이제 ‘우리만의 잔치’를 종결하
고 세계교회의 협력과 동역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들과 손잡고 남은 과업의 완수를 위해 정진해야 할 것
이다. 이 과제에 실패한다면 2/3세계 선교의 향도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4. 21세기 세계선교가 당면한 여섯 이슈19
다원주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포스트모던 시대의 현대정신은 절대진리를 거부하고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 다원주의적 포
용과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기독교 역시 이 강력한 사회
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
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확신을 버리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에 굴복하고 있다.
선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달려있으므로 이
이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과 자세를 점검하는 게
현대선교의 주요관건이라 하겠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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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방도로 소개할 효과적 방법이
무엇일지, 다양한 종교간 대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느
선까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접근방법은 무엇
일지 등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감당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20
종교근본주의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종교근본주의 현상은 세계화
의 위협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
현상이 다원주의적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종교적,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으로 강력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삼대 타종교가 외세를 거부하면서 호
전적이고 배타적 근본주의로 선회하는 모습은 이미 우리
에게 익숙해진 현상이다.
문제는 기독교마저 근본주의 성향으로 기우는 데 있
다. 한국에서도 최근 ‘이슬람 쓰나미’가 몰려온다면서 그
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는 위기감을 조장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슬람이든 힌
두교든 적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을 물리
적으로나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아낼 방법이 있는가? 혹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과연 교회가 할
일일까? 선교는 십자군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일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맞대응 하는 게 십자가
의 길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지, 모슬렘이나 힌두교도여서
더 큰 문제인가? 모슬렘이든 힌두교도든 우리가 대적해
야 할 원수가 아니라 복음으로 품어야 할 사랑의 대상 아
닌가? 기독교마저 호전적 근본주의로 선회하여 ‘무례한
기독교’라는 오명을 확산시키는 일을 멈춰야 한다. 불교
사찰에 난입해 불상을 훼손하는 불법을 멈춰야 한다. 하
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세운 힘없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진
리로 인도하는 게 급선무 아닌가? 예수님께서 로마시대
에 만연했던 우상들 중 단 하나라도 찍어버리신 적이 있
는가? 정말 제거해야 할 것은 현대교회 안에 만연한 우
상이 아닐까?
교회내의 세계복음화 장해요인
세계복음화의 장해요인을 교회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
는 건강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요즘 기독교가 세상
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교회의 반성과 회개를 촉
구하는 상황이지 반 기독세력의 음모라고 치부하는 것은
빗나간 대응이다. 진리를 거부하고 음해하는 세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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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는 시대가 있었는가? 복음의 능력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
는 현실을 어찌 세상의 어둠 때문이라 변명할 수 있겠는
가? 타락 이래 세상이 어둡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교회
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라 강변
하는 것은 너무 구차한 변명이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오
히려 작은 촛불 하나라도 그 위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
가 주어진 셈이다.
교회가 진정한 영적 권위를 상실한 시대가 아닌지 심
히 걱정되는 때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먼저 언행이
일치하는 총체적 증인(being)이 되어야 바른 증거행위
(doing)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총체적 선
교’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
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 증거(witness)는 전도(evangelism)를 포함하지만 전도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
인 개념이다. 오랜 기간 복음주의 교계는 ‘증인의 사
명’을 ‘전도의 책임’으로 축소하는 오류를 범했다. 우리
의 삶이 완전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힘써 선포하는 가치가 정작 우리 삶에서 구현되지 않으
면—최소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신빙성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신뢰도는 우리가 구현하는 삶
을 통해 뒷받침되며, 단순한 ‘말’이 아닌 ‘언행’(말과 행
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잔언약
(Lausanne Covenant)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
는 우리의 현존이 복음의 선포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선
언하며, 로잔언약을 기안한 존 스토트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포(proclamation)와 현시(demonstration)의 두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21 들려
줘야 할뿐더러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복음의 가시성
(visibility)이 중요한 셈인데, 선포가 증거의 원심적 측
면이라면 삶을 통한 현시는 증거의 구심적 측면이다. 멸
망하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힘써 선포해야 하지
만, 탁월한 복음적 가치의 구현을 통해 세상이 신앙공동
체에게 매료되어야 한다.22 아직도 그토록 많은 미완성
과업이 남아있는 이유가 단순히 복음제시의 부재 때문만
은 아니다.
여기서 파생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선교로서의 사
업’(Business as Mission)이다.23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운영한다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대부분의 세상사업과의 차별화(거룩)를 통해 복
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셈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복
음의 탁월성에 주목하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즉, 언어와 비언어를 망라한 총체적 메시지로 복음을 증
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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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는 우리가 말을 할 때뿐 아니라 말하지 않을 때
도 삶과 태도를 통해 전달되는 법이다. 선교적 문화인류
학자인 챨스 크래프트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의사전
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We cannot not communicate)고 말한다.24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입을 열어 복음
을 전하든 입을 다물고 일에만 열중하든 모종의 의사전
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상과 동일한 기
준과 방식으로 사업하면서 성경공부나 예배를 추가한다
고 기독교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사업을 운영할 것
인지는 더욱 중요하다.
교회 중심축 이동 (from the Global North to South
and West to East)
이 이슈는 ‘비서구교회의 급성장’이란 주제로 앞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세계교회에
의한 세계선교(Global Mission by Global Church)의
시대를 여시고, 2/3세계 교회에게 세계선교의 새로운 역
할과 책임을 맡기신다. 중요한 질문은, 한국교회를 포함
한 비서구교회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을 준비가 되어있느
냐는 것이다. 2011년 2월 북미주 해외사역연구원(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의 초청으로 한국선교와
세계선교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선교의 주요
현안들을 함께 논의한 포럼(Korean-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여실히 보
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25
고난과 화해의 신학 회복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역사는 복음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려는 거짓선지자들이 시대마다 다양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 진리를 뒤틀곤 했다. 십자가 없는 평화, 고난 없
는 화해가 가능한가? 진리를 위해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기꺼이 피 흘린 디트리히 본훼퍼가 당시 불의와 타협한
교회의 “값싼 은혜”를 책망했고, 그와 더불어 고난의 길
을 선택한 헬무트 틸리케가 풍요에 젖은 현대교회의 “고
난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지적한 것은 고난의 신학을
회복해야 할 현대선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얼마 전, 고난 받는 스리랑카 교회의 지도자 아지스 페
르난도가 Christianity Today 지에 기고한 글, “섬김은
곧 고난이다”26 가 지구촌 곳곳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
서 수많은 응답 글이 쏟아졌는데, 특히 34년간 아프가니
스탄에서 남편 및 자녀와 더불어 희생적으로 사역해온
어느 부인선교사(Libby Little)의 감동적인 응답 글27이
발표된 직후에 남편인 톰 리틀(Tom Little)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슬픔과 함께 선교의 대가지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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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교회가 선교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건 아닐
까? 선교적 낭만주의를 극복하고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
난을 받는 일꾼들(딤후 1:18)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
되는 때이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
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
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
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
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
시더라.” (계 6:9-11)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 완수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
십 개발
세계교회가 공동으로 위탁 받은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협력의 당위
성은 효율성에 우선되는 개념이다. “협력을 시도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묻기 전에 “협력 없이 일하는 게
옳은가?”라고 물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세계선교의 과
업을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가?”라고 묻기보다
그 일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므로
선택의 여지없이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와 유사하
다.
선교를 위한 세계교회의 협력은 당위일 뿐 아니라 효
율성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크다. 성경은 협력의 당
위성과 아울러 효율성을 가르치고 있고 (예: 전 4:9-12),
세상의 학문도 핵융합 에너지와 같이 뭉치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힘의 역학을 이야기한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4톤인데, 두 마리를 묶어 힘을 합치면 무려
22톤이나 끌 수 있다는 시너지효과는 물질계뿐 아니라
정신계와 영적인 분야(예: 합심기도)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경쟁과 분열을 거듭해온 한국교
회와 선교가 힘을 합친다면, 더 나아가 국제적 협력과 동
역을 일궈낸다면 세계선교를 위한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과 동역은 선교운동의 힘을 강화해주는 물리적
(양적) 시너지뿐 아니라 선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화학
적(질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그간 한국선교를 비롯
한 비서구선교가 동역과 협력을 도외시한 것은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이다. 선교의 남은 과업은 단순히 선교
사의 수가 늘어나고 선교재정의 규모가 증가된다고 완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계교회와 손잡고 시너지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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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때 비로소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교회(Global
Church)에 의한 세계선교(Global Mission)야말로 하나
님이 원하시는 21세기 선교의 원리이자 모델이다.
선교의 남은 과업은 특히 새로운 파트너십, 즉 비관행
적이고 창의적인 파트너십의 계발을 요구한다. 특정 나
라나 단체가 미리 정해놓은 일에 다른 단체나 나라를 끌
어들이는, 이른바 과업중심 파트너십(Task Partnership)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지체들이 원탁에 둘러앉
아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향해 이타적이고 유기적인 동역
을 일궈내는 왕국적 파트너십(Kingdom Partnership)이
현대선교의 주요과제인 셈이다. 이 원탁에는 전통적인
서구교회나 최근 급부상한 한국교회뿐 아니라, 피선교지
교회들이 선교의 동반자로 자리를 함께 해야 한다.
왕국적 파트너십은 관행적 동역의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공동체를 요구한다. 특정 단체나
나라가 강력한 힘이나 돈의 우위를 점한 채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가난한 지체들을 좌지우지하는 틀은 건강하지
못할뿐더러 선교의 과업완수를 가로막는 장해요인이다.
왕국적 파트너십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처럼 다
양한 지체들이 귀천이나 차별 없이 등거리관계를 유지하
면서 각자의 독특한 공헌을 통해 과업을 함께 완수하는
틀로서 공동체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성경적 패러다임이
다.28
나가며—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세계화의 물결과 인구의 대이동으로 부쩍 좁아진 지
구촌은 온 세계를 선교현장으로 바꾸면서 특정 선교사를
특정 지역으로 파송하던 전통적 선교방식의 한계와 더불
어 지역교회의 선교적 역할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더
이상 선교가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의 역할이 아닌 신앙공
동체 모두의 책임으로 다가온 셈이다.
장기간 선교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서구선교의 틀
은 성경적 선교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중대과제를 우리에
게 물려주었다. 선교단체 중심적 관행은 과거 지역교회
의 선교적 무관심 및 무책임에 기인하는데, 그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선교는 지역교회 밖의 별도체제(선교단
체)가 전담하는 예외적 특별활동처럼 취급되고 진행되
었다. 그러한 역사적 관행은 뒤늦게 지역교회의 선교적
각성과 부흥을 거론해야만 하는 모순을 낳았다. 패트릭
존스톤은 그의 저서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29 를
통해 역사적으로 분리되고 파편화된 교회의 세 구조, 즉
회중구조(현재의 지역교회)와 교육/훈련구조(현재의 신
학교 및 훈련기관)와 사도/선교구조(현재의 선교단체)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

7

기고문
면, 교회(Church)란 지역교회(church)뿐 아니라 선교단
체와 교육기관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포괄적 공동체이
다.
통합적 교회관은 필연적으로 선교적 교회론을 낳는다.
선교란 교회가 시행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본
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Christianity Today가 선교
분야의 탁월한 책으로 선정한 하나님의 선교의 저자 크
리스토퍼 라이트는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중 선교가 있
는 게 아니라—즉, 교회가 선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한다.30
선교란 교회의 특별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
회를 완성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정체성이다.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선교적 체질 및
DNA를 가진 교회이고, 모든 성도는 선교적 삶(missional lifestyle)을 살아야 한다.31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은 통합적 선교를 추구하는 통합적 선교공동체를 통해
마침내 완수될 것이다.

Harvie M. Conn. 1992. Eternal Word and Changing

1

Worlds: Theology, Anthropology, and Mission in Trialog.
P and R Publishing Company. 최정만 역. 영원한 말씀과 변천하
는 세계. 기독교문서선교회(CLC).
Samuel Escobar. Migration: Avenue and Challenge to Mis-

2

s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XXXI, No. 1,
January 2003; Mission Fields on the Move: The massive
global migration we see today presents unparalleled opportunities for ministry.
http://www.christianitytoday.com/globalconversation/may2
010/index.html?start=1
선교와 디아스포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및 움직임이 최근 들
어 부쩍 활발해졌다. 필자가 속한 국제위클리프는 2002년부터 아
시안 디아스포라 동원사역(Asian Diaspora Initiative)을 본격적
으로 가동했고, 한인의 경우 2004년부터 한인디아스포라 포럼과
한인디아스포라 선교네트워크(KODIMNET)가 결성되어 매년 활
발하게 모이면서 한인디아스포라 연구소(KRID)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2010년 남아공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LCWE III)가 이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자 한인디아스포라 사역자들이 그간의 경험
과 생각을 정리한 책자(Korean Diaspora and Christian Mission. Regnum Books International & KRID)를 출간하여 소개
했고, 2011년에는 로잔위원회 디아스포라 지도자들과 한인디아스
포라 포럼이 연대하여 세계디아스포라 네트워크(Global Diaspora Network)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3

Thomas L. Friedman. 2005.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Farrar, Straus and
Giroux. 김상철 역. 2006. 세계는 평평하다. 창해.

4

2012년에 종결되는 쿄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후속대안 모
색을 위해 국제연합 주관으로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대책회의
(Copenhagen Climate Conference 2009)의 핵심이슈인 지구촌
기후변화(Global Climate Change) 및 지구촌 온도상승(Global
Warming)이 현안을 잘 표현하고 있다.
5

이 글은 필자가 지난 4년간 몇몇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관련
글들을 취합, 첨삭하고 손질한 것임을 밝힌다. 최초의 글은
2008년 성경번역선교회(GBT) 격월간 소식지 난 곳 방언으
로(2008년 1-2월호)에 실렸고, 이듬해 그 내용을 보강하여
한국선교 KMQ(2009년 여름호)에 기고했으며, 다시 수정하
고 보완한 글을 KJFM 2010년 1월호에 실었는데, 그 어간에
다른 몇몇 포럼과 세미나에서 나눈 내용을 취합하여 이 글을
완성하였다.
www.gbt.or.kr, www.wycliffe.net
ad@wycliffe.net, jung.my@gmail.com

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분과의 최근 정례모임(WEA Mission
Commission Consultation 2011) 주제, ‘하나님의 불편한 선
교’(God’s Disturbing Mission)가 이런 현실을 대변한다.
Mark 이 문제는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6

7

이 문제는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북미주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매년 미국 위클리프 본부에서 개최
하는 세미나를 Glocal Conference라 명명한 것도 지역(local)교회가 세계(global)를 품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8

Dallas Willard. 2006. The Great Omission: Reclaiming
Jesus's Essential Teachings on Discipleship. Harper One.
윤종석 역. 2007. 잊혀진 제자도. 복있는사람.

9

Kenneth S. Latourette. 1937-1945.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7 Volumes. Harper & Brothers. 19세
기에 대한 그의 표현들: “Never before had Christianity, or any
religion, been introduced to so many di!erent peoples and
cultures.” “Never before in a period of equal length had
Christianity or any other religion penetrated for the )rst
time as large an area as it had in the nineteenth century.”
“Never before had so many hundreds of thousands contributed voluntarily of their means to assist the spread of Christianity or any other religion.”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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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적 선교대회인 1910년 에딘버러 대회(Edinburgh
1910)는 162개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천여 명의 선교지도자들이 참
석함으로써 당시 역사상 가장 많고 다양한 기독교 집단이 모인 국
제회의로 기록되었으나, 비서구교회나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참석
자는 인도에서 두 선교단체를 설립한 아자리야 주교(Bishop Azariah) 한 사람뿐이었고 그나마 영국 교회선교협의회(CMS) 총대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제2차 에딘버러 선교대회(1980년)는
비서구교회 및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참석자가 전체의 47%에 달했
고, 2010년 제3차 선교대회는 비서구 참석자가 2/3를 차지함으로
써 ‘2/3세계’라는 표현에 걸맞은 균형 잡힌 대회로 기록되었다.

많은 역사가들과 사회학자들은 초대교회가 복음의 탁월한 증인
이 되었던 비결이 구심적 매력을 가진 공동체(attractive community)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In pre-Christendom, nonChristians were not attracted by glorious liturgy or by superbly crafted theology; rather, they were drawn to faith in
Christ by means of Christian and Christian communities
who, because Jesus’ teachings were a living reality in their
midst, were free, intriguing, attractive.” (Alan Kreider. Beyond Bosch: The Early Church and the Christendom

12

Stephen Neill. 1964.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Penguin Books. 홍치모/오만규 공역. 1980. 기독교 선교사. 성광
문화사.

자세한 개념은 2004년 로잔운동(LCWE)이 발행한 The Business As Mission Menifesto (Occasional Paper No. 59)를 참
고하라.

Philip Jenkins. 2001.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Oxford University Press. 김신권/
최요한 공역. 2009. 신의 미래. 도마의 길.

원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Paul Watzlawick이 사용한 표현
으로 Kraft의 의사소통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참고: Charles H.

그는 다양한 강연을 통해 이런 관점을 피력했는데, 그의 저서 중
에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Andrew F. Walls. 1996.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Orbis.

이 포럼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은 다음의 책자로 출간되었
다: Jonathan J. Bonk, ed. 2011. Accountability in Missions:

11

13

14

젠킨스(Philip Jenkins)는 앞에 언급한 책(The Next Christendom)에서 만일 비서구(2/3세계) 교회가 역사적 연속성을 놓
친다면 동서교회 분열과 신구교회 분열에 이은 제3의 분열이 일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15

16

설악포럼 website: http://wp.me/P2p45i-3U

2008년 국제위클리프 총회를 방문한 스리랑카 교회의 지도자
아지쓰 페르난도(Ajith Fernando)는 비서구교회의 독특한 공헌
10 가지를 제안했다: 1) 초자연세계에 대한 믿음; 2) 하나님께 대
한 단순한 신뢰; 3) 단순성의 아름다움; 4) 장기적 헌신의 아름다
움; 5) 어른 공경의 아름다움; 6) 열심 있는 기도의 힘; 7) 하나님
및 동료와 “비효율적”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멋; 8) 고난의 신학;
9) 객관적 진리의 우선성 (비서구는 “현대성의 폭력”에 서구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10) 통합의 가능성 (비서구는 포괄
적으로 사고하므로)
17

2009년 10월 태국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정기총회
가 그 좋은 예이다. 지난 160여 년간 세계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당면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 전략적 자리에
세계 백여 나라에서 오백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한국교
회를 대표할 지도자는 단 한 사람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18

이 부분은 제3차 로잔대회(LCWE 2010)가 정리한 이슈들(참고:
What kind of an amazing mission conference in 1910
would be commemorated by four global conferences in
2010? Mission Frontiers, January-February 2009. USCWM)을
필자가 확대, 보충한 것이다.
19

이 문제에 대한 두 개의 탁월한 책을 소개한다. (1) Leslie
Newbigin.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Eerdmans Publishing Co. 홍병룡 역. 2007.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
음. IVP. (2) Harold A. Netland. 1991. Dissonant Voices: Religious Pluralism and the Question of Truth. Eerdmans
Publishing Co.
20

21

22

Shift. IBMR, Vol. 29, No. 2, April 2005, pp. 59-68.)
23

24

Kraft. 1991.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Orbis.
25

Korean and Western Case Studies. Wipf & Stock. 조나단 봉
크, 문상철, 성남용, 박용규 외 22인 저. 선교책무: 21세기 한국과
북미 선교 연구. 생명의말씀사.
A j i t h Fe r n a n d o . To s e r ve i s t o s u ! e r :
http://www.christianitytoday.com/globalconversation/augus
t2010/index.html

26

27

http://www.christianitytoday.com/globalconversation/augus
t2010/response2.html?start=1
최근 이 논의는 파워보트(powerboat)와 세일보트(sailboat)라는 비유를 통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참고: (1) Araujo,
28

Alex. To Catch the Wind: A New Metaphor for CrossCultural Partnership. 2008 COSIM (Coalition on the Support of Indigenous Ministries) conference. (2) ‘Sailing
Friends’ Blog: http://sailingfriends.wordpress.com/
29 Patrick Johnstone. 1998.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The Un)nished Work of World Evangelization.
Christian Focus. 이창규/유병국 공역. 1999. 교회는 당신의 생
각보다 큽니다. WEC출판부.
30

Christopher J. H. Wright. 2006. The Mission of God: Un-

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IVP. 한화룡 역. 2010.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IVP.
31 이 용어(missional church)는 원래 1950년대 인도 선교사로 파
송된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igin)이 사용한 것으로, 그가 선
교사역을 마치고 귀국해보니 자기를 파송한 영국이 선교지로 변해
있음을 깨닫고 지역교회의 선교활동이나 기능보다 삼위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입각한 선교적 본질 및 속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 데서 유래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그 개념과 적용이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John R. W. Stott. 1975.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InterVasity Press. 김명혁 역. 현대기독교선교. 성광문화
사.

세계선교의 동향과 주요이슈들

9

포럼/세미나/대회(1)

2012 방 콕포럼,

한국 선 교 출구 전 략 ( Ex i t S trate g y)
2012 방콕포럼위원회

방콕포럼의 배경
‘방콕선교포럼’은 한국선교 현장의 과제를 논하는 모
임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는 하나
님의 은혜로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이제 한국선교가 세
계선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동시에 현재의 한국선교의 내용을 들여다 볼
때 반성과 자각 그리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3년
인도차이나선교대회에 참석했던 한철호선교사와 강대흥
선교사가 우연히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가운
데, 형식적인 선교사대회 보다는 선교현장의 주요한 문
제들을 선교사 스스로 논의하는 포럼을 만들자고 안했
다. 이 제안에 정민영선교사, 손창남선교사 등이 동의하
면서 몇몇 선교사들과 선교동원가, 선교학 교수, 지역 교
회목회자들이 모여 첫 방콕포럼이 만들어졌다.
2004년에 열린 첫 포럼의 주제는 ‘21세기한국선교를
위한 회고와 전망’였다. 한국교회 선교 전반에 대한 그림
을 확인하고 무엇인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총론적인 모임
이었다. 그 후 선교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씩 논의
하기 시작했다. 2차로 열린 ‘방콕선교포럼2005’(5월 1012일)에서는 ‘한국선교와 책무’라는 주제로 선교의 사역
적 책무와 재정적 책무를 다루었다. 1,2차 포럼에서 논의
된 내용은 컴펜디움으로 제작되었다. 3차 ‘방콕선교포럼
2006’ (2월27일-3월2일)에서는 ‘한국선교현장의 구
조’를 논의했다. 4차로 열린 ‘방콕선교포럼 2007’(1월
22일-25일) 에서는 바람직한 선교 필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선교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과제임
을 인식하고 ‘선교현장 중심 관리체제 구축’이라는 주제
를 가지고 모였다. 5차로 열린 ‘방콕선교포럼 2008’(1월
21일-25일) 에서는 ‘선교현장 리더십’이 주제였다. 3,4차
회의에서 선교현장 구조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건강한
선교현장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건강한 선교현장 리더십
이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 때문이었다. 6차 ‘방
콕포럼 2009’ (1월 19일-23일)에서는 ‘선교사 리더십 향
상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과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
하에 선교사 지도력 관련된 세계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
을 한국 선교사들에게 소개하고 분석했다. 7차 ‘방콕포
럼 2010’(1월24-29일)에서는 선교사 자녀 문제를 다뤘
다. 선교현장의 여러 문제 자녀문제는 선교사들의 아킬
레스건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방콕포럼에서

10

한국선교현장의 과제와 문제들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8차 ‘방콕포럼
2011’ (1월10-14일)에서는 이제까지 열린 모든 포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국교회에 내놓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차에 걸쳐 논의했던 다섯 개의 주제(책무,
현장 구조, 팀웍, 리더십, 선교사 자녀)를 전체에게 알리
고 한국선교와 교회 리더들에게 평가와 의견을 듣는 시
간을 가졌다. 모든 발제와 논의 내용은 선교한국파트너
스 홈페이지(partners.missionkorea.org)에 있다.
2012년 방콕포럼 : 선교사 출구전략
2012년 방콕포럼(2012년 4월 24-27일) 주제를 논의하
는 가운데, 이제 한국선교도 출구전략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교는 선교지에 우리의 교회
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일
이다. 따라서 선교의 완성은 철수이다. 선교는 철수를 염
두에 두고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국선교는 이제 다양한 이유로 철수를 시작했
고 , 앞 으 로 이 것 은 가 속 화 될 것 이 다 . R i ch a r d
Schlitt(OMF), 김종(FMF/USCWM), 안교성(신대)가 주
제 발표를 했고, 이수구(OMF일본), 김한중(고신), 정제
순(아릴락), 강대흥(GMS) 등이 case study를 발표했다.
논의의 전문은 켐펜디움으로 제작되었다. ‘2005년 한국
선교의 책무’와 ‘2012년 한국선교의 철수전략’ 컴펜디움
은 선교한국파트너스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0708228-6404)
1. 출구전략의 개념 시기에 대한 논의
1) 오늘날 한국선교가 출구전략을 논하는 이유는 첫째
로, 성경적, 선교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건강한 선교를 추
구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둘째로, 선교지에서 한
국선교의 연륜이 쌓이면서 선교현장에 축적된 재산을 둘
러싼 덕스럽지 못한 소유권 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지교회가 역량을 구축하고 지도력을 양성
하고, 선교사의 사역을 이양하는 것 대신 가부장적 선교
행위의 영속화를 통해 선교사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선교의 부정적 세습까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해법을 논하기 위함이다. 그간 한국선교운동은 주로 입
구전략과 유지전략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출구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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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나 시도가 거의 없었다.
2) 출구전략의 성경적 원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
신의 역량으로 훨씬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신 채 제
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에게 세계선교의 과업을 맡기고 떠
나셨다. 예수님을 철저히 본받았던 바울도 처음부터 출
구전략을 고려한 선교사역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다.
첫 목회지인 안디옥교회에서 그는 지도력이 한창일 때
세계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해 홀연히 목회지를 떠났고,
이어지는 선교현장 사역도 항상 떠날 때를 염두에 둔 모
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사역 중 가장 긴 시간과 큰 열정
을 쏟아부은 에베소교회도 그가 힘써 양성한 현지지도자
들에게 사역을 넘겨주고 불과 3년의 목회를 뒤로 한 채
홀연히 떠났다.
3) 선교학적 관점에서, 출구전략은 토착교회의 자립원
리와 맞물린 핵심원리이다. 선교사는 현지에 도착한 첫
날부터 현지교회의 자립, 자치, 자전, 그리고 자신학화를
염두에 둔 사역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19세기 선교
전략가 헨리 벤(Henry Venn)이 주장한 대로, 토착교회
는 흥하고 선교(사)는 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선교사가
영웅이 되어 크고 위대한 일을 벌일수록—그런 형태를
한국교회가 좋아하고 박수치는 경향이 있지만—토착교
회는 의존심이 커져서 장기적으로 선교사의 그늘 아래
질식하고 만다.
4) 출구전략이 아직 한국교회에서는 낯선 개념이라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출구전략에 대한 개념과 시기에 대
한 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선교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 교회를 세우는 일이므로 선
교사들에 의해서 자생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후
그 민족의 복음화는 그 공동체의 자국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따라서 선교는 필연적으로 개척단체양육단계-동역단체-참여단계(철수)의 과정(혹은 변형된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처음부터 출구전력을 염두
에 두고 개척-양육-동역의 단계를 거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단계에서 사역의 방향은 크게 영향을 받
는다. 출구전략은 다면적이고 점진적이며 복합적이다.
5) 출구전략이란 단어가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역별 완료에 따
른 사역별 철수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사역별 혹은 단계별 이양과 철수를 의미하는 것
이고, 종국적으로 선교사나 선교부가 그 지역에서 완전
히 철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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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란 단어는 위기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전략을 의미하지만, 선교에서 사용하는 출구전략
(exit strategy)은 사역의 완료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
을 의미한다. ‘exit strategy’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
는 적절한 한국어 단어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
다.
2. Church Planting과 gospel Planting
1) 결국 논의의 핵심은 선교사의 철수 시점과 수준이
다. 일반적으로 선교(사) 역할의 완료를 “교회 개척”이
완료된 상태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교회개척’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교회’는 조직과
건물 혹은 교단의 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선교사의 철수 시점을 정하는 것이 매우 자의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란 무엇인가’의 논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 교회를 논할 때 Church Planting 보다는
Gospel Planting 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선교사의 역할은 선교지에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선교지의 교회는
그 나라의 성도들이 만들어가고 배가해야 한다는 원리에
서 볼 때 Gospel planting 혹은 더 본질적으로 Gospel
sharing이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 성숙한 교회란 자신의 상황에서 스스로 성경을 공
부하고 성장하는 교회이다. 따라서 선교사의 역할은 그
들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질
문을 던지는 일이다. 선교사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모
든 해답을 주는 자가 아니다. 선교사가 자신의 문화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는 경우 선교지에서도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선교의 정의를 내릴
때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성경에 근거를 두
고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일이다. 진정한 성숙한 교회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학화
(self-theologising)를 넘어서서 자선교학화(selfmissiolozing)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
것을 돕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다는 논의가 있었다.
3. 철수의 유형과 과정 그리고 형태에 대한 논의
1) 출구전략은 단지 사역을 넘겨주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이양을 통한 차세대 지도력의 계승 및
사역의 지속과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 즉, 출구전략은
‘입구—유지—출구—지속’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고 시
행되어야 한다. 한편 출구의 범위(사역의 전체 혹 부분적
출구) 더불어 사역자 개인의 출구인지, 소속단체의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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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대회(1)
인지를 구분하는 일도 필요하다
2) 한국선교의 선교지 철수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서구의 예를 잘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선교사의 철수 시
점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선교가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선교방향에 만 집중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 시기를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 결국 철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현지교회 리더
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조기 혹은 늦은 출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논의해야 한다. 우리의 어려움은 그들
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4) 이미 서양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개척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미 서양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교회를 이양
하는 상황에 한국선교사들이 와서 언어가 부족한 상황에
서 기존의 현지 목회자들에게 돈을 주고 교회개척을 하
면서 그 지역에 분열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점
에서 나중에 온 선교사들은 이미 사역했던 서양선교사와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혹은 반대로 한국선교사들은 관계 중심적이라서
이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특히 아시아인이 아시
아에 갈 때, 아시아인 특유의 ‘감’이란 것이 있다) 서양선
교사들은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다. 서양선교사들은 단지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하는데, 그 결과로 성숙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양(혹은 철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지역(단체)에서는 이 문제로 서양선교
사와 한국선교사 간에 긴장이 존재했다.
5) 철수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선교
사 철수 문제를 역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
어야 한다. 여기에는 선교 신학이나 정책과도 관련이 있
다. 예를 들면 에큐메니칼적 접근 등의 신학적 입장에 따
라 달라질 수도 있다. 출구전략은 패권주의적(혹은 정반
대로 자민족주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이
선교사역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 하는 확장의
개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출구 전략의 전략
과 방법, 효과적인 출구전략 등에 대해서는 리차트 슐츠
의 발제안에서 제시된 방안이 표준적 도움이 될 것이다.
(partners.missionkorea.org 참조)
4. 과제들
1) 철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면 출구전략 자체에 대해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철수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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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추가로 세밀히 논의해야 한다. 선교가 입구전략 중
심으로 일어나고 있거나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이유(재
산권, 리더십이양)등의 문제로 인해서 출구전략이 등한
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2) 교회란 무엇인가,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Church Planting 인가 gospel sharing 인가, gospel
planting 인가 등의 개념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모든 논
의의 실제적인 의미는 복음의 내재화를 의미하는 것이
고, 이것은 교회개척의 정의인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
할 수 있는 자생적 교회(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
미한다.
4) 현재 열매도 없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처음부터
말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철수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개척단계부터 철수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철수시기와 내용은 개인 사역단
위, 국가 단위, 사역의 종류 혹은 선교사 개인인가 단체
의 사역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
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철수를 실행하는 과정에
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복잡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접
근 (재정, 리더십, 문화적 가치, 상호존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5) 선교사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인식, 킹덤 파
트너십(kingdom partnership)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사는 불꽃이 아니라 부채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즉 현지 교회가 불꽃처럼 타오르도록 옆에서 부
채질을 하는 역할을 맡은 조연임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
요하다.
6) 시간의 제약으로 이번 방콕포럼에서는 충분히 다
루지 못했지만, 향후 후속포럼이나 연구분과 모임을 통
해 출구전략의 점검사항(check list), 전반적 계획을 담
은 청사진, 출구 준비와 진행을 모니터할 기준들(indicators of progress), 그리고 향후 더 바람직한 출구전략을
위한 평가체제 등을 구축해야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출
구전략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포함하거나 고려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선교현장을 절대보안 지역,
제한 지역, 자유로운 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적용해야 한
다. 2) 신입선교사의 파송전 훈련 및 현지 오리엔테이션
에 출구전략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3) 기존 서양선교의
출구 관련 정책을 한국선교의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절
충해야 한다. 4) 재정과 관련해서는 사유화 방지뿐 아니
라 노후대책, 선교사 돌보기(member care)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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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 기 단 기 선 교 위 원 회
한윤호, 선한목자교회

단기선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지만, 단기선교는 21세기 선교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모든
선교단체에서 단기선교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말미암은 세계화지역화의 확대, 다양해진 지역에서 형성되는 디아스포라
현상, 탈권위적 경향을 보이는 젊은 세대의 경향,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 비서구 선교운
동의 확산과 서구기독교의 정체 현상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OM이나 YWAM과 같이 단기선교를
전문하는 단체 외에도 대부분 선교단체에서 단기선교사
역의 기회들을 만들어 동원하고 있다. 현재는 단기선교
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연간 동
참 인원이 10만 명에 달한다. 단기선교에 대해 평가를 하
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다’나 ‘부정적이다.’라는 표현보
다는 수용해야 할 선교의 흐름으로 보고 더 적극적인 대
안을 제시해야 할 과제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선교의 하나님은 다양한 선교의 방식과 모델을 사용
하신다. 단기선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다. 아니 어쩌면 선교지원자들의 필요와 현장의 요구로
선교의 방식으로 단기선교가 출현했다고 보는 게 나을
것이다. 단기선교가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기선교만의 독특한 강점과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단기선교를 정의할 때 기간의 길이에 따라 장
기선교와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본질에서 보냄 받은 자
들의 사명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선교의 개념과 차이가
없다. 단기선교에 대한 시각은 기존의 긍정적인 면과 부
정적인 면을 포함하여, 단기선교를 중요한 선교의 틀로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기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선교의 열풍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단기선교의 열풍은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현시대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 열풍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이다. 어떤 사람은 단기선교에 대해
아직도 전략적 가치보다는 단기선교의 부작용에 대한 우
려를 더 갖고 있다. 왜냐하면,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사람
21세기 단기선교위원회

들의 헌신 부족, 훈련의 부재, 목적의 애매함, 서구식 선
교모델인 물량 위주의 패권주의적 공세, 안전문제, 전문
성 부족이라는 점에서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
는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이다.
21세기 단기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의 동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
황을 보면서 선교의 방식과 전략, 재정적 규모, 참가자의
선교헌신 기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는 선교단체 위주로 시행하는
6개월에서 2년 미만의 “단기선교”와 지역교회 위주로
시행하는 1개월 미만의 “단기선교여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교단체 위주의 단기선교는 동원의 문제를 고민
하고 있다면, 단기선교여행은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하
면 전문성과 훈련, 사역의 전문성 강화의 영역에서 도움
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기선교는 비연속성과 비연계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잘 활용되기만 한다면 전략적인 선교방
식이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선교의 틀이 될 것이다.
21세기형 단기선교위원회 진행 사항
이를 위해 선교한국 파트너스 산하에 만들어진 “21세
기형 단기선교위원회”는 단기선교 전반에 걸쳐 자료를
정리하고 행정, 훈련, 관리, 교육,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을 통하여 선교지원자 개인과 단체, 지역교회와 선교단
체의 필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세기 단
기선교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초 단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교한국파트너스 사역의 하나로
2011년 5월 13일,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형 단기
선교운동”이란 주제로 신반포교회에서 제1회 21세기형
단기선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지역교회와 선교
단체, 선교연구단체, 신학교, 기독언론 전문가로 구성된
발제자들이 단기선교여행의 현황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후 포럼에서 다루어진 내용
을 검토하기 위해 모인 준비위원들이 단기선교운동에 대
한 새로운 방향성 모색하게 되었다. 2011년 12월 선교사,
교수, 동원가, 교회선교 목사, 선교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21세기형 단기선교위원회 ‘가 구성되었고, 현재
단기선교 위원으로 한윤호, 김상철, 장연식, 강서진, 박노
철, 한정훈, 홍재훈, 김진협, 황예례미아, 최주석, 신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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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헌, 조명순, 차요셉, 한철호 위원이 섬기고 있다. 그
다음 해인 2012년 4월 13일에는 선교한국 회원단체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랑의교회에서 제2회 포럼으로 ‘21세
기형 단기선교 표준지침’ 발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
였다. 이를 계기로 21세기형 단기선교 표준지침’ 기독언
론을 통해 배포하고 방송에 보도함으로써 여름 단기선교
여행 사역을 준비하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21세기형 단기선교위원회의 방향과 계획
21세기형 단기선교 표준지침’에 해석을 단 세부사항
문건을 작성하여 전국교회 배포함으로써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단기선교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
다. 2013년에는 구체적인 훈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국주요 도시에서 ‘21세기형 단기선교 세미나’를 개최
할 예정이다. 앞으로 21세기형 단기선교 위원회는 이 문
제에 대한 대안 논의, 자료 개발, 교육 훈련을 통한 건강
한 선교동원을 일으키고자 한다. 단기선교의 흐름과 열
풍이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오직
주님이 단기선교를 허락하시고 여건을 열어주실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한국파트너스 산하 21세기
형 단기선교위원회 사역의 의미는 섬김과 연합 그리고
순종이다. 21세기 단기선교위원회의 사역에 헌신한 위원
들을 비롯해 관련 단체와 선교사들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선교적 역량을 키우고 동원하는 일에 지역교회와 선교헌
신자를 섬길 것이다. 더 좋은 사역의 내용과 기회를 소개
하고 훈련하며, 인재를 양육할 것이다. 선교지뿐만 아니
라 국내에서도 타문화 선교의 기회를 인식하고 단기선교
로 활용할 것이다. 접근제한 지역에서의 새로운 모델로
서 성공적인 단기선교의 기회를 창출해 낼 것이다. 그리
고 더 많은 단기선교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대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외면하지 않고 단기선교에 동참하
는 모든 사람이 즐거이 순종하는 헌신을 기대하며 모든
사역의 역량을 나눠주고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극대
화한다면 한국선교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디딤돌이 되는
단기선교의 모델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partners.missionkorea.org 에서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21세기형 단기선교여행 표준지침’을 싣
는다.

2 1 세 기 형 단 기 선 교 여행
표준지침
The code of best practice for short term
mission trip of 21C Korean church
서론
21세기 한국교회의 선교에서 발견하는 단기선교 현상은 부
인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단기선교여행은 훈련의
부족, 참가자들의 헌신의 부족, 성경적 이해의 부족, 물량위주
의 패권주의적 공세, 안전문제,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세계화되는 21세기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선교여행은 단기간 실시되
는 선교의 방식으로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힘과 물량, 조직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소규모적이고 다양하며, 성령에 의존하는
선교방식의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한국교회의 <21세기형 단기선교표준지침>은 한국 내 선교
단체, 지역교회 그리고 기타 관련 단체에서 한달 이하의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선교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본 <21세기형 단기선교여행 표준지침>은 단기선
교여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그
취지는 한국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단기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기초한다. 이 기준들을 통해 단기선교
여행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 그리고 사역에 관련된 동역자들
이 각기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인식하게 될 뿐 아니라 지상과
업을 성취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의 사역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
고자 한다.
본 <21세기형 단기선교여행 표준지침>은 사역에 있어서 어
떤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거나 법적인 기준 혹은
책무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선교여행 시행에 있어서 목
적과 방향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21세기
형 단기선교 표준지침>이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모든 해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형 단기선교
표준지침>은 단기선교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능한 일반적
인 사역의 원칙, 내용, 사후관리 영역을 포함시켜, 최선의 결정
을 내려야 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기준자료가 될 것이다.
본 <21세기형 단기선교여행 표준지침>은 아래와 같은 핵심
가치를 기초로 제정 되었다.
1.

사역 활동과 삶의 모습이 문화적으로 선교지에 적합하
도록 노력하는 헌신

2.

사역의 주체인 참가자, 지역교회, 선교단체, 선교현지
동역자가 상호 협력하는 헌신

3.

사역의 내용과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연속성과 책임
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헌신

Section 1.
21세기형 단기선교여행의 목적과 방향, 우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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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대회(2)
단기선교여행 프로그램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목적

개방지역과 창의적 접근지역 혹은 접근 제한지역을 구분하

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성경적이고, 동시대적

여 구별된 준비와 방식으로 단기선교여행을 시행해야 한다. 안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역의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단기선교여행의 목적은 실행 가능성, 결과에 대한 기대, 단

단기선교여행 기간 동안 의-식-주의 수준은 검소한 삶의 원

기선교여행 사역이 장기 및 단기선교사역에 어떻게 공헌 할 수

칙을 준수하며, 특별히 사역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있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와 가능한 최대의
협력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물량중심, 경험중심, 관광형태의 사역, 전시중심의 사역을
지양하며 단기선교여행의 사역을 참가자의 은사에 근거하여
구성할 때 참가자 중심이 아니라 선교지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
한 맞춤형 사역이 되어야 한다.

재정, 건강관리, 보험, 의료대책 관리, 안전과 탈출, 테러와
정치적 폭력에 대비한 활동, 스트레스 관리, 갈등해소, 위법행
위, 징계, 고충처리와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 내용들을 적합하게 의사소통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팀과 사역의 안전을 위해 파송기관의 위기관리 원칙과 정책
을 숙지하여 위기관리에 대한 훈련을 사전 교육하여야 한다.

선교지 문화와 생활수준을 배려하지 않은 자문화 중심적 선

지역교회는 동역기관, 선교현지, 팀간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

교방식과 우월주의에서 탈피해야 하며, 더 낮은 자의 위치에서

고 위기상황이 발생 시 대표성 있는 위기관리기구와 긴밀히 협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조해야 한다.

단기선교여행을 통하여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은 성경적이

사역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어야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성육

인도를 받으며 필요한 제도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행해야

신적 선교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한다.

Section 2.

단기선교 여행팀이 가진 전문성과 은사를 활용하여 사역할
때 선교지의 조건과 필요에 맞추어 시행해야 한다.

21세기형 단기선교여행 준비, 사역, 사후관리
(3) 사후 관리 / Post-Field
(1) 준비 / Pre-Field

단기선교여행의 결과는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

단기선교여행 출발 전에 선교지와 사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을 수도 있으므로 사역의 평가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도

적합한 선교훈련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현지에 도착하기

록 하며, 개인의 선교적 삶과 교회의 선교역량 강화에 기여 하

전, 후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기선교여

도록 해야 한다.

행의 준비과정에서 사전정보는 상호간에 가능한 먼저, 가능한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역지역의 문화, 역사, 언어, 정치, 경제, 종교에 대한 지역
연구가 필수적이며 선교적 우선순위와 필요를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사역을 선정해야 한다.
참가하는 개인, 파송단체, 파송교회, 그리고 선교지의 유익
과 책임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

단기선교여행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
해서 한 지역에 집중하여 심화된 사역을 실시하고 단기선교여
행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사역과의 연속성을 추구하여야 해야
한다.
사역보고와 사후관리는 단기선교여행 전체 내용의 일부이
므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선교현지의 평가를 포함한
사후관리 준비는 선교지에서 귀국 전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다. 결정된 사항과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때는 모든 관련자가

단기선교여행 자체가 훈련의 의미로서 참가자 개인의 영적

분명하게 의사소통이 된 상태에서 정직하고 온전함으로 시행

성장과 인격개발의 기회로 제공될 수 있다. 단기선교여행은 참

되어야 한다.

가자들의 소명, 동원, 중보기도, 선교후원, 선교훈련, 선교사 헌

선교여행의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최적의 인
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명확한 팀 조직과 역할 분담을 해야 한
다.

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교회 주도의 단기선교여행은 향후 선교사역의 전문성과 지
속성을 위해서 전문선교기관과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단기선교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모금을 할 경우 파송

평가의 결과는 향후 단기선교의 개발이나 혹은 사역 관련

기관이나 단기선교여행팀 책임자의 관리 하에 공동체 혹은 개

기록의 영구적인 보관을 위해서 적합한 관리자에게 전달되어

인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한

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밀보장, 성실과 정직성, 정확

다.

성이 요구된다.

비자, 보험, 사역계획서, 위기관리, 비상연락망 등의 행정적
인 준비와 더불어 중보기도, 말씀묵상, 영성훈련, 희생과 헌신
을 포함한 영적인 준비를 균형 있게 실시해야 한다.

(2) 사역 / On-Field

21세기 단기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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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대회(3)

교회 개 척 운 동 을 꿈 꾸 며
- 교 회 개척 세미나 리뷰이현수, 프론티어스 코리아 대표

20세 기초반까지 복음은 서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이유로 선교는 서구가 주도했고, 그 서구기독교가 많이
수고한 이후에 기독교는 서구에서 부흥했던 것처럼 비서
구-라틴, 아프리카, 인도-제 3세계에서 서구 못지않은 부
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100년이 지난 20세기 말 비서
구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이 지구 상에 살게 되었
다. 기독교는 이제는 서구인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종교
가 된 것이다. 이제 이 복음은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
고,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복
음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 아직 복음 없이 죽어가는
지구 상의 인구가 40억에 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
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복음의 재생산을 허
락하시고, 그 결과로 그러한 지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개
척운동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변화를 보게 된 것은 복음
을 받은 교회들의 참된 제자의 삶 때문이다. 교회가 누구
도 막을 수 없이 강력한 힘으로 재생산되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엄청난 운동이 일
어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
배경
2011년 5월 약 120명의 선교사와 선교지도자들이 콜
로라도 스프링스에 소재한 그린에리(Glen Erie)에서
“간극메우기(Closing the Gap)”이라는 모임을 하게 되
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교회개척운동
이 활성화되고 각 대륙에서 어떻게 하면 수많은 하나님
의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었다.
교회개척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제를 나누었던 선교
지도자 중 한 분이 바로 David Watson이다. 90년도 초
에 인도의 브조푸리종족가운데 이미 엄청난 교회개척운
동사역을 경험했고, 그 일을 촉진했던 사역자 중 한 분이
었다. 이분의 구체적인 사역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선교
지에서 교회개척에 헌신해온 한국사역자들에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초청이 이
루어졌고, 한국 안에서 구체적인 준비가 병행되게 된 것
이다. 한국에서는 선교한국파트너스가 주관하여서 GP
선교회, OMF, WEC, GMP, Interserve, 프론티어스를
비롯한 전방교회개척운동을 초점으로 하는 단체들이 협
력해서 준비하게 되었다. 그렇게 1여 년간의 준비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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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울에서 David Watson 선교사와 함께 교회개척운
동에 대한 5일간의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
새로운 접근1: 말씀으로 돌아가라
인도의 브조푸리종족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사역은 단
순히 말씀에 근거한 사역을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의 헌
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얻으신 하나님의 열
매라고 믿는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순종(obedience)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쉐마: 신명기 6:1-9
“하나님은 한 분이라.”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쉐마
로 잘 알려진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들어라.”라고는 이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
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사적인(private) 영역뿐 아니
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public) 영역에서도 순종하
고 있음을 보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곧 제자도의 삶과 연결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게 말씀하신 지상대명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말씀
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개척운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참된 제자
삼기 운동도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된
제자는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순한 교리
의 지적인 동의에서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
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말씀을 단순하게 자신의 말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갖고 한 주간을 씨름해가는 삶을 살
아낼 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3 혹은 4컬럼 성경공부(3 Column Discovery Bible Study)
간단하게 말씀을 접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컬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을 적는다. 말씀
을 단순히 적는 것에도 큰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두
번째 컬럼에는 자신의 말로 앞에서 적었거나 읽었던 말
씀을 다시 풀어서 써본다. 이것은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
해하는 단계가 아니라 자신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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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는 보는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컬럼
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적거나 나눈
다. 발견성경공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말씀을
이해한 만큼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도전받는 시간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가장 강력한 전
도의 도구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저 없이
성경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
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쉐마가 우리에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
여주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능
력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듣게하라: 요 6:44-45
선교지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앞서 말한 바
와 같이 성경이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임에서 사
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한다고 한다.
3컬럼 발견성경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
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에 근거해서 사
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
든 기독교의 전통이나 관습에 많이 노출된 것이 사실이
다. 이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접근2: 평화의 사람을 찾으라
이전의 선교적 접근은 선교사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
과 함께 모임을 시작하고, 그 모임은 결국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는 별도의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았
다. 사도행전에는 평화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으
로 열린 사람들을 본다. 고넬료, 루디아, 빌립보간수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통해서 가족이, 친지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지 않는 사람들과
는 관계를 지속하지 말라. 가정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최소한의 단위이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게
될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보게 되고, 이러한 영적
인 만남은 영적인 나눔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이들
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드는 모임이 생겨난다.
이 모임은 회심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소위 말하는 구도자들이다. 이들과의 모임
이 많아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나타나게 될 것이

교회개척운동을 꿈꾸며-교회개척 세미나 리뷰

다.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발견성경공부
(Discovery Bible Study Group)가 생겨난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말씀그룹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교회가 되는 것은 세례에 있다고 한다. 참된 헌신을 약속
하는 거룩한 의식이 세례이다. 이러한 세례가 행해지게
되면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 어떤 형태의 교
회가 될 것인가는 복음을 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이 좋다
는 그렇게 결정할 것이고, 공개된 모임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 하심이라면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무
릅쓰고라도 모일 수 있다고 본다. 누가복음 10:1-12,
9:1-6; 마 10:5-15; 막 6:7-13 네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이나 보냄 받은 사람
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접근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적용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접근3: 기도의 역할
교회개척사역은 저녁 사역이라고 말한다. 왜냐면 제
3세계에 사는 대부분 사람이 낮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
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개척을 하는 사람들
에게도 해당한다. 어딘가에서 월급을 받는 전문사역자가
아니라 직업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에
게 이 일은 일과 후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직장을 나가기 전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한다. 엄청난
헌신이다. 그리고 저녁에 만나야 할 사람과 나누어야 하
는 발견성경공부를 인도한다고 한다. 엄청난 시간을 기
도로 드릴 때 교회개척운동은 일어나는 것이다. 결코, 새
로운 것은 아니지만, 교회개척과 기도를 상관관계 안에
서 본다는 것은 새롭다. 중보기도가 더 많이 쌓일수록 하
나님의 교회는 역사할 것을 믿는다.
나가는 말
David Watson 선교사의 이번 세미나는 많은 도전과
적용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지금도 발견성경공부를 여
러 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전적으
로 헌신해서 다른 사역을 내려놓은 분들도 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변혁을 일으키길 소원한다. 한국
뿐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이러한 교회개척운동이 일어나
길 소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
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나누어
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귀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많은 유익을 한국교
회와 선교가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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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대회(4)

어떤 선교 사 를 보 낼 것 인 가 ?

- 2 0 1 2 선 교 한 국파트너스 정기 포럼 보고선교한국파트너스 포럼위원회

배경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라는 2011년 선교한국
파트너스 첫 포럼 주제로 선정되었다. 2011년 10월 18일
에 이어서 2012년 5월 8일,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
로 포럼이 열렸다. 그만큼 이 문제는 지금 선교동원의 핵
심적인 과제이다. 이제 한국선교는 더 많은 선교사를 보
내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몇 가지 측면에
서 그렇다.
1. 오늘날 세계선교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속히 변
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세계화 때문에 이전에 지리와
공간에 제한을 받던 선교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가는 선교로 바뀌
고 있다. 또한, 서구권 중심의 선교에서 비서구권이 참여
하고 더 나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선
교의 내용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선교전략뿐
만 아니라, 선교사의 정체성 자체도 새롭게 생각해야 하
는 시점에 와 있다.
2.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 선교는 엄청난 속도로 발
전해 왔다. 1979년에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의 수가 93명
이었는데, 2012년 현재 2만 2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것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내 보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70년대 이후부터 한국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해 왔고, 특히 1990년 이후 대학생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선교 헌신자들이
배출되고 파송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중반까
지 가파르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한국교회에
임한 것이고,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동시에 이런 발전이
의미하는 또 다른 측면은 큰 책임이다. 이제 한국선교는
세계 상위권 선교사 파송국가고,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지 한국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적 역량은 결국 세계선교의 흐름과 내용
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많은 선교
사를 보내는 일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고민해야 할 것
은 세계선교를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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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역량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다.
3. 오늘날 세계선교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선교사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
다. 이전 선교의 대상인 미전도 종족들의 위치는 지리적
거리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이 바
로 우리 문턱에 와 있다. 세계화의 결과이다. 선교지와
보내는 교회 사이의 거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
다. 또한, 선교사와 선교 대상자와의 문화 및 외형적 거
리도 축소되었다. 이전에 선교사는 서구에서 온 문명화
된, 힘 있는 나라에서 온 신비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오늘
날 선교사는 더 이상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아
직 선교사가 대접받는 지역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남겨
진 미 복음화 지역으로 가는 선교사는 의심의 대상이고,
자신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외부세력으로 이해되고 있
다. 또한, 서구선교사 중심에서 비서구선교사로 선교사
의 수가 이동하면서 비서구선교사들은 더는 많은 재정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갈 수 없게 되었다. 파송교회로부터
보내지고 정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그 막강한 재정
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형태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재정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남겨진 선교지는 전통적인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4. 한편 선교사로 나가는 자원들의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선교사들은 대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
로서 선교사로 나가게 된다. 미래에도 이러한 선교자원
은 지속해서 필요하다. 동시에 선교가 모든 성도의 사역
임을 자각하면서 많은 수의 평신도 자원들이 선교에 참
여하게 되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시니어 자원들도 선
교에 기꺼이 남은 인생을 드리기 위해 나아오고 있다. 청
소년들 가운데 벌써 선교에 대한 꿈을 꾸는 이들이 일어
나고 있다. 변화된 세계 환경은 청소년 시절부터 세계의
구석구석을 밟고, 영어를 배우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
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런 자원들을 선교에 동력화
하고 세계복음화의 삶을 사는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도와
야 하는 시대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여러 측면에

MISSION KOREA REVIEW 2012.10. VOL. 1.

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성장이 주춤해지고, 교회는
세상 안에서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세속
주의와 개인주의의 빠져들고 대학은 자본의 논리에 예속
되면서 민족과 세계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가까운 미
래에 대한 염려에 포로가 되어가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
에서 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
의적 입장도 있다. 실제 지난 20년 동안 빠른 속도로 늘
어나던 선교사 파송수 성장비율이 점차로 낮아져 가고
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연령층이 넓어지기는 했지만,
반대로 젊은이들의 선교사 헌신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
다. 최근 선교사로 파송되기 직전 마지막 훈련 과정에 들
어오는 사람들의 나이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
다. 시니어 자원들은 선교에 관심을 두지만, 정작 헌신해
야 할 젊은이들은 주춤거리고 있다. 이러한 다면적 변화
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선교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
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
5. 선교현장과 동원에는 상반되어 보이는 것 같은 두
가지 필요와 현상이 있다. 오늘날 선교상황은 일반적인
선교형태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대부분
복음화된 지역이다. 남겨진 과업은 최전방지역이다. 따
라서 이 지역의 돌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고의
내용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잘 준비된 최고
의 전문성(high pro)le)을 가진 자원이 필요하다. 반면
에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 현장에서는 세계화와 풀뿌리
운동 탓에 더 많은 사람이 직접선교를 경험하고 싶어 한
다. 선교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준비보다는 직접선교를
만나고 몸으로 경험해 보길 원한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
된 방향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향성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6. 지금 선교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요청하고
있다. 하나는 전문성을 가지 사람들이다. 특별히 개척선
교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복음의 돌파가 어려운 지
역에는 그만큼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접근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삶의 현장에서 성육신
적 삶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그대로 들어내는 사람들
이 필요하다. 즉 선교적 내용과 실천에서 모두 더 나은
준비와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선
교 헌신자들을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최고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고, 그렇다고 바
닥으로 내려가서 삶을 살만한 용기는 가지고 있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선교라는 낭만을 즐기기만 하고 시간
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 경력, 취업 등의 문
제와 겹쳐지면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지녀야 할 경쟁력을
갖추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적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선교지는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의
남겨진 지역은 오히려 복음에 강력히 저항하는 세력으로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바뀌고 있다. 이런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준
비와 삶의 헌신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오늘날 선교 관
심자들이 이를 돌파해 내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우리들
의 고민이 있다.
과정
1. 2011년 가을에 열린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첫 포럼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원론적인 논의
가 있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사의 정체성
은 무엇인가. 선교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창조적이고 혁
신적인 선교사 모델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오늘날 세계
환경에 적합한 선교사들이 가져야 할 프로파일(자질)은
무엇인가. 지금 어떤 새로운 선교사 모델들이 시도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저비용 고효율 선교사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의 본질과 내용 그
리고 과제는 무엇인가. 대학생 시절 1~2년 단기선교 모
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2. 2012년 5월에 같은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포럼에서
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 들어가서 새로운 선교모델로 손
창남선교사가 풀뿌리 선교모델을 제시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사 모델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교회가 파송
한 바울과 바나바팀(바-바모델)과 8장부터 나오는 예루
살렘 교회로부터 자발적으로 흩어진 사람들(풀뿌리선교
모델)로 나누어 보았다. 전통적인 서구 선교선교사의 모
델은 바-바모델로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고 전임선교
사의 역할을 하는 형식이었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이에
앞서서 선교사로 파송식을 하지도 않고 파송되지도 않았
지만, 스스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이미 선교가 일어났
고 있었고, 바-바팀의 선교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
져 선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교회 성도
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졌던 것은 고난이라는 원인도 있
었지만, 당시 로마의 발달한 통신 교통, 문화적 교류 등
의 환경적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선교현장이라
는 관점에서 볼 때 점차로 좁아지는 선교의 문(선교사 비
자를 주는 나라가 점차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이 있지만,
세계 환경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전격적인 변화와
같은 세계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디아스포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300년간 서구 중심
의 선교가 전임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바모델 중심이었
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선교적
의식과 헌신을 요청한다면, 1세기 복음화에 흩어진 사람
들이 미친 영향 이상의 새로운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바-바모델의 전임선교사의
형태도 여전히 존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흩어
진 성도들 즉 풀뿌리 모델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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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였다.
3. 한편 21세기에 필요한 선교사의 자질과 자세라는
측면에서 김동화 선교사는 풀뿌리 모델의 흩어진 사람들
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루살렘교회 안에서 놀랍게 제자로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행2:42~47), 유대인이지
만 헬라 문화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타문화권 사역자로 나갔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흩어진 예루살렘교회의 유대인들이
흩어진 후에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행11:19) 뿌리 깊은 유대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의 생각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회의 이후에도 그런 경향을 보였
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로마 시대에 타문화권 사역의
흐름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가
지는 어떤 형태로 선교사로 나아가던 오늘날 선교사 파
송에 중요한 것은 선교사의 자질문제이다. 또한, 선교 환
경은 너무나 다양한 변수 때문에 더 준비된 자원을 보내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용웅 선교사)는 의견도 있었고, 보내어진 자와 흩어진 자
를 대립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21세기 선교현장을 돌파하
기 위해 “타문화권 기독 제자운동”이 필요하다(박경남
선교사)는 의견과 선교자원의 본질적인 자질이 중요하
다는 의견(조종만 목사), 현재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다
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이윤복 목사) 등의 제안도 나왔다.
결과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의 문제는 동원, 훈련, 파
송, 사역 전반에 걸쳐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동원
차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논의는 한 번에 끝날 논의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몇 번 더 계속될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적절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1, 2차 포럼에
서 발표된 전문은 partners.missionkorea.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4.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평신도 풀뿌리 자원이 중요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개념의 선교사가 필요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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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 한 국 텐 트 메 이 커 포 럼
김기석, 한동전문인선교연구소 소장/한동대학교 교수

태동과 목적
한국텐트메이커포럼은 전문인선교/텐트메이킹 선교
관련 다양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하나씩 깊이 있게 토
론하여 개념정리/방향제시/전략 제안 등의 토론 진행과
정과 그 결과를 한국교회/한국 선교계와 함께 나누는 것
을 목표로 2012년 1월에 시작되었다. 일반 컨퍼런스나
워크숍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 그들을 대상
으로 홍보나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본 한국텐트
메이커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모임인 것은 사실이
지만, 해당 주제에 대하여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수행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한다. 전문인선교/
텐트메이킹 관련 사역을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경험하였
거나, 관련된 훈련, 교육 또는 동원사역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의식을 깊이 가진 분들이 모여서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했던 나눔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의견의 통합을 이
루어가다 보면 한국 선교계에 중요한 이바지하게 될 것
이라 기대한다.
이슈 정리
2012년 1월의 첫 번째 포럼이 개최하기 전에 준비모임
을 통하여 가장 먼저 시도하였던 것은 전문인선교/
텐트메이킹 선교와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또는 다루어
야 하는 여러 의제를 전체적으로 열거하고 분류해보는
것이었다. 평신도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에서부터 선
교지에서 이루어지는 목사 선교사들의 전문인사역에 이
르기까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이슈를 최대한 정리해보
았다. 평생 다루어도 다루지 못할 정도의 광범위한 문제
들을 열거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평가도 있었
다. 본 포럼에서는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포럼이 개최
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하여 다
루어갈 것이다. 전체 이슈들을 열거하고 분류해 놓은 작
업은 우리가 특정주제에 집중하여 토론할 때 그 주제가
전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좌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용어’와 ‘개념’
전체적인 이슈들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발견한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전문인선교/텐트메이킹

2011 한국텐트메이커 포럼

선교에 대한 “개념”과 “용어사용”에 대한 혼란이었다.
영어로는 Tentmaking Missions, Professional Missions.. 한국어로는 전문인선교, 자비량 선교, 직업선교,
비즈니스 선교, 평신도 선교, 실버 선교 등 조금씩 개념
이 중복되기도 하고 차이가 나기도 하는 용어들이 혼재
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제1회
한국텐트메이커포럼(2012년 1월 12일~14일 개최)에서
우선하여 다루게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용어”와 “개
념”에 대한 것이었다. 어떤 학문이든지 또 어떤 저서이
든지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첫 단계에서 필수적으
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정확히 정리해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포
럼에 들어가면서 아주 치열한 논쟁과 첨예한 토론이 있
었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에서 살펴본 것은 “전문인선교/
텐트메이킹 미션”의 영역에 존재하는 용어와 개념이 너
무나 많은 것이었다. 여러 학자/선교사들/단체들이 여러
저서, 강의 등에서 또는 여러 관련 단체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각각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용어를 통하여 표
현하였는지의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 개념과
용어사용에서 존재하는 “전문인선교/텐트메이킹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개념적인 차이점들을 찾
아보았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전문인선교/
텐트메이킹 선교는 평신도들에 대한 선교사명을 강조하
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목회자
선교사도 세속적 일의 전문성을 갖고 사역하면 전문인선
교사/텐트메이커로 분류하기도 하여 평신도냐 목회자냐
는 신분보다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두어 개념
을 정의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교회/선교단체는 목
회적 전문성도 전문성의 한 영역으로 분류하여 목회자
또는 신학자가 오랫동안 목회 또는 신학 교수로서의 전
문성을 통해 사역하면 곧 전문인선교사라고 칭하기도 했
다.
‘선교사’의 정의
발제와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몇몇 개념들을 정리해
내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는 “선교사”라는 용어에 대한
사용이다. 즉 “전문인 선교사”라는 표현에서 “선교사”라
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는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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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책무를 갖고 선교단체 또는 교회의 지속적인 관
리감독하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로 하였다. 따라
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갖고
회사의 파견근무나 이민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현지에 가
서 즉 교회나 선교단체의 관리감독하에서가 아닌, 특별
히 재정에서 월급과 후원금 모두를 공적인 보고절차와
감독을 거치지 않고 사역하는 경우 “선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선교의 흐름에서 위에서 언급한
“선교사”라는 공적인 임명을 받지 않은 채 선교현장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국내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수많은
헌신자에 대한 중요성과 그와 관련한 의제가 본 포럼에
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사안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
이었다. 이 문제는 손창남 선교사가 두 번째 발제를 통하
여 정리한 “직업과 선교의 다섯 가지 타입”에 대한 분류
방식으로 해결되었다.(아래 도표 참조) T1~T5까지의 분
류는 어느 정도 전문인선교/텐트메이킹 선교와 관련하
여 사역하시는 분들의 유형과 개념을 일차적으로 정리하
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T1은 직업을 갖고 사역할 필
요가 없는 전형적인 선교사를 지칭한다. T2는 T1의 선교
사가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사역하기 위하여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T3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
서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경우를 말한다. T3까지가 공적
으로 선교사라고 불린다. T4는 선교사라고 불리지는 않
지만,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로 간 사람들을 지칭한다.
T5는 선교지에 있지 않은 채 즉 자국에 있으면서 직업을
가진 대부분 그리스도인을 칭한다.
이 도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문인선교/텐트메이킹
선교라고 칭할 때 뒤섞일 수 있는 여러 개념을 일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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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할 수 있었다. 즉 ‘선교사‘라고 칭하는 경우는 T1,
T2, T3에 해당한다.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파송된 전문인
선교사들은 T2, T3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통 “텐트메이
커’라고 칭할 경우에는 T2부터 T4까지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T5의 경
우에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선교에 동역 할 수 있다.
즉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도 매우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 분류
는 우리가 앞으로 포럼을 진행하면서 포럼 내에서 또 한
국교회/한국선교 계에서 개념적 혼란을 줄이는데 이바
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용어의 통일 문제
그러나 포럼과 1월의 포럼 이후에 약 두 번에 걸친
Post-Workshop을 통하여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 사
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전체
개념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는가? 즉
용어의 통일에 대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전문인선교”라
고 말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텐트메이커 선교 / 텐트메
이킹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텐트
메이커“라고 통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이다. 확
실한 것은 “전문인선교”라고 칭할 때 “전문인”이라는 단
어에서 일차적으로 혼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관점은, 교수나 의사 등 어떤 특정영역에서 누가 보아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사역을 지칭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관점은, 예를
들어 미용인이라 할지라도 오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그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역은
거의 모든 분야에 존재할 수 있는 “전문성”의 영역이며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세 번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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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록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은 아닐
지라도, 상대적으로 선교지에서는 전문가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출발은 비록 객관적
잣대에서 “전문인”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
하여 ‘전문성’을 추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인”이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긍
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극단적으로 매우 부정적
상황으로 오용되기도 한다. 21세기 다양한 직업의 시대
에서 “전문성”의 성경적 가치를 지향하며 나갈 수도 있
다. 그러나 매우 극단적으로 “전문성”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의 많은 성도에 대하여 마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선교사”로서 위장(?)하
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해서 이 문제는 다루어지리라 생
각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좀 더 넓어진 공감대 형성을 바
탕으로, 충분치는 않더라도 더 적절한 용어를 찾아 선택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용어 통일
에 대한 논점에 머물러서 더 중요한 많은 주제를 다루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 심각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있는,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많
은 숙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할
때 한국선교가 또 다른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안수 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직업과 전문성에 대한 건강
한 성경적 토대 위에서 삶과 선교적 사역이 통합되어 국
내와 열방에서 새로운 선교적 돌파를 이루어내기를 기대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한국텐트메이커포럼이 중요
하고도 결정적인 이바지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대안 제시
포럼을 통하여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어 놓은 대안은
“텐트메이커”라는 용어이다. 한국 선교계에서 “전문인선
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사용된 결정적 배경은 성경에
서 언급하는 바울의 “텐트메이커”라는 개념을 한국어로
번역해야만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국어에 이미
같은 개념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외래
어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 확
실히 ‘텐트메이커’라는 용어의 개념은 “전문인선교/ 전
문인선교사’라는 개념과 그대로 일치되지 않는 것은 사
실이다. 따라서 번역하지 말고 그대로 “텐트메이커”라고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이다. 그럴 때 손창남
선교사가 제시한 다섯 가지 분류표에서도 “텐트메이
커”라는 용어는 또 다른 측면에서 혼란스러운 개념을 명
료하게 정리해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텐트메이커포럼의 운영위원은 아래 여섯 사람으
로 이루어져 있다. 손창남 선교사(OMF 선교사), 박
경남 선교사(한국 WEC 선교회 대표), 김태정 선교사
(HOPE선교회 대표),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 파트
너스 상임위원장), 마민환 장로(남서울은혜교회 장로,
BMR사역 책임자), 김기석 교수(한동대학교 교수, 한
동전문인선교연구소장) 2012년 1월 포럼을 비롯하여 위
에서 언급한 여러 워크숍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나 토론
내용은 곧 PDF로 제작되어 한국교회에 공개될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인선교”라는 단어는 어찌 되었거나 한
국교회에서 이미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분
명한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또 다른 용어의 제시는 자칫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나치게 목회자와 평신
도를 구별하고 또 안수 받지 않은 선교사를 선교사로 받
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교회에서 그나마 꿋꿋
하게 “전문인선교”라는 용어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용어의 제시에 매우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적절한 용어의 후보가
‘텐트메이커’이지만 또 여전히 그 용어가 우리가 다루려
고 하는 개념들을 모두 포함한 단어는 아닐 수 있다는 점
도 신중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소망
용어의 통일에 대한 결론은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

2011 한국텐트메이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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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 설악 포 럼 의 취 지 와 논 의 내 용
2012년의 토의 내용을 중심으로
김동화, GMF법인 대표

설악 포럼은 2004년 8월 ‘선교한국’ 대회 기간 중 아
침마다 열렸던 선교사 모임에서 그간 한국 선교가 답습
해온 서구 선교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된 선교 환경에 맞
는 선교의 구조를 모색해 보자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시
작되었다. 그 후 2005년 처음으로 설악포럼을 열면서 서
구 선교의 유산과 현재의 선교적 상황에 대한 여러 각도
의 논의가 있었다.
특별히 서구가 만들어 놓은 자동차(선교 구조)가 계속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근래에 와서 서구 교회의 쇠락
으로 서구 안에서 부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새롭
게 부상하고 있는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즉,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교회에서
그 부품을 조달하려는 듯한 상황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서구형 자동차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등 가난하고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배
경을 가진 글로벌 사우스의 교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이다. 설악 포럼의 목표는 200년 전부터 서구 교회들이
만들어 온 기존의 자동차를 어떻게 잘 유지 보수할 것인
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맞는(그리고 가난하고 세속적인 힘이 없었던
초대 교회가 사용했던)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을 만들
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전제 속에서 그 모습은 어
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즉 기독교가 이제는 서
구, 백인, 부자들의 종교가 아닌 오늘날의 상황에서 비서
구 교회 특히 한국교회의 선교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
인가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그간 설악포럼이 지난 2천 년의 선교역사에 나타난 선
교 패러다임에 대한 조명,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선교의 이슈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론이 선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
하게 되었다. 특별히 일반적인 교회론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론/교회적 선교론이야말로 선교에서 시급히 회복해
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공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1년의 다섯 번째 설악 포
럼에서는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란 무엇인가(The Household of
God)’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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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하였다. 오늘날의 개신교 선교의 배경이 되는
교회론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부터 약 300년 전 사
이에 존재하였던 서구교회를 배경으로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슬람으로 둘러싸
인 서구교회는 소위 '기독교 왕국(Christendom)'을 형
성한 독특한 상황 속에서 교회론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기독교 왕국’은 존재하지 않
고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지의 상황은 더더욱 그렇다. 오
늘날 한국의 개 교회 주의와 교회성장 지상주의는 우리
가 물려받은 서구의 교회론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2012년 1월에 열린 여섯 번째 모임에서는 서구 선교와
2/3 세계 선교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관해서 토론하였
다. 이는 포럼의 운영위원들이 이문장 교수의 편저 “기
독교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
구 선교와 비서구 선교 사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대
한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포럼이 지향하는
주제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모임에서 이문장 교수는 서구식 선교는 그 효용이
다 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
로운 복음 전파 방식을 모색하려고 할 때 과거 서구식 선
교 방식과 연속성이나 불연속성을 따지는 것은 바른 접
근 방법은 아니며 새 술은 새 부대를 만들어 담아내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선교’(mission)는
사실 특정한 시대의 특정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방식
(16세기 계몽주의 이후의 서구의 합리적이고 인본주의
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 적합한 새로운 복음 전
파 방식은 새로운 이름을 찾아 지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선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세계 선교의 환경을 이해해
야 한다. 세계화와 경제 및 정치 영역의 통합, 이 때문인
다양한 종교의 상호 간섭 현상(이전에는 대부분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종교만 접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
는 한 사람이 평생 여러 차례의 개종을 하는 예도 있다)
때문인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영적 정신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무한경쟁을 가져온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삶이 날로 각박해지고,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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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발전은 정보 유통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파격
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내부
구조(infrastructure)가 혁명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는 것
이다. 윌리엄 케리 이후의 서구식 선교는 이러한 상황에
서 그 수명을 다한 것이다.
급진적으로는 차라리 ‘선교’라는 용어 자체를 용도 폐
기하는 편이 복음 전파를 위해 더 나을 수 있다. ‘선교’라
는 용어와 그 안에 담긴 전통적인 이론과 실천을 내려놓
는 것이다. 서구식 선교의 포기가 복음전파의 중단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선교 포기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선교가 기독교 복음의 전파에 오
히려 방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복음 전파자가
지리적으로 멀리 이동하고 복음을 지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구시대적인 것이 되었다. 오늘날에
는 지리적 혹은 지역적 경계가 없어지고 있으며 세계 복
음화는 이제 전 세계 교회의 몫이다. 복음전파의 전면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 복음 전파에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는
가?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독특하게 이바지하는 방
안은 복음 전파의 기교나 기술 또는 앞선 정보 통신 기술
을 활용하는 것에 있지 않다. 한국 교회가 이바지할 부분
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독교의 이미지
를 갱신하는 일이고, 둘째는 이와 연관되어서 기독교의
실체(substance)를 복원하는 일이다.
첫째로, 서구 기독교, 혹은 서구 개신교의 이미지는 세
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가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와 맞물려 서구 제국주의의 들러리를 서 온 불
편한 역사의 후폭풍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구 종교로서
의 이미지를 가진 기독교를 외래 종교가 아닌 한국의 종
교, 더 나아가 비서구의 종교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 기독교의 본질 혹은 실체를 재형성해야 할 것
이다. 소위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한국식이
나 동양식의 답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의 정신적 및
영적 풍토에서 발견한 기독교의 진리와 실천 방안, 즉 한
국인답게 기독교인이 되는 방식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말
이다. 그것을 체득하여 보여줄 수 있으면 한국 교회를 통
한 복음 전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내공을 실어 전
해줄 유산이라면 무언(無言) 복음화(tacit evangelization) 이어야 한다. 무언 선교가 가능 하려면 고도의 말
씀 및 영성 체득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 요체다.
2012 설악포럼의 취지와 논의 내용

이는 곧 초대교회 식의 복음 전파를 전면적으로 복원
하는 일이다. 그것은 이 시대에 새로운 전승 형성(traditioning)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서구는 기독교 왕국
(Christendom)이었고 복음의 확장은 중심에서 변방으
로 향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 비서구 사회는 대부분 기
독교 이전 시대(pre-Christian era)를 살고 있다. 즉 초
대교회가 직면했던 다원 종교적 상황이다. 서구 근대 식
민주의 시대 선교를 필터로 비서구 선교의 척도를 제시
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서구 선교와 오늘날 필요한 새
로운 복음 전파의 도전 사이에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찾
기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서구 사회 내부에서의 지역 복음화 전략 분야
에 축적된 경험과 지혜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전
통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서 동시에 서구적 관점에서는 선교지로 분류되었
던 지역 내부자들(insiders)로서 복음 전파 과업을 재조
명(re-conceptualization)할 때, 즉 문화 내부자의 입장
(mission from within the culture)에서 복음 전파 방
식을 스스로 창안하려고 할 때 보탬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형성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간섭 없이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겪었을 때 이루어졌
다. 서양은 일찍이 이러한 자신학화의 과정을 겪었지만,
서구 선교사들은 지나친 온정주의 때문에 선교지의 교회
가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을 저해하였다. 이제는 우리 스
스로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상황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
피우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배운 서구의 성서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
교학은 대체로 남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
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병폐를 가져왔다. 성경 연
구가 나를 대상으로 하여 나를 바꾸고, 나의 역량을 향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수
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경험한 수도원 전통, 성경연구의 치밀성, 청교도적인 자
발성과 성결, 오순절 운동의 은사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등이 이러한 수행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아직 자신학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
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는 서구 선교의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병폐와 한계는 이미 여
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잠정적으로 선교를 중
단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역설적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설악 포럼의 다음 주제는 한국 교회의
자신학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 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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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대회(7)

코딤넷 ( Ko rea n Di as p ora M i s s i on s N etw ork )
한철호, 선교한국파트너스 상임위원장

네트웍의 시작
디아스포라 선교동원가들의 모임인 코딤넷(KODIMNET: Korean Diaspora Missions Network)은 2004년
선교한국대회 이후 처음 시작되었다. 2004년 첫 모임은
디아스포라동원을 위한 네트웍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모
임이었고, 2000년 북경에서의 2차 회의에서는 디아스포
라동원가들과 한인교회목회자들이 모여서 디아스포라동
원과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선언
문을 작성하였다. 2006년 서울 3차 모임과 2007년 말레
이시아모임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코딤넷의 목적을 확
인하게 되었다. 첫째,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인디아스포
라 선교동원에 참여하고 있는 동원가들을 확인하고, 네
트웍을 형성하여 서로를 돕고 정보를 나누는 계기를 만
들도록 한다. 둘째, 디아스포라 선교동원과 관련된 이슈
를 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그 후 2009년 방
콕모임, 2010년 산호세(미주)모임, 2011년 파리 모임 등
을 거치면서 디아스포라 선교동원가들의 좋은 네트웍으
로 발전해 오고 있다.
2004년 첫 코딤넷모임에서 발표된 취지문에서는 이
모임의 방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배경
1. 오늘날 한국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놀라운
성장을 했고, 세계선교에 공헌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선교는 파송선교사 2만 명이 넘어서는
발전해 왔다. 비록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선교적 교
회로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교회이지만, 지난 20년간은 한
국선교의 사역적 진보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며 동시에 책임이다.
2. 교회의 모든 자원이 선교에 동원되어야 한다. 특별히
젊은이 선교동원은 선교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선교사로 나갈 자원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의 한국
교회선교 발전 중에 특히 90년대 이후 한국선교가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젊은이 선교동원운동의 확산과
그에 따른 열매라고 볼 수 있다.
3. 한국교회의 성장은 국내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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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었다. 모든 나라가 디아스포라 즉 재외국민들이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의 역사적 이유(고려인, 조선족 등), 근대
의 경제적 이유(이민, 취업), 오늘날의 지구촌화(유학, 이
민)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재외 국민을 가진 나라 중의 하
나로 발전했다. 800만명의 재외 국민들 가운데 교회는 핵
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결과 교민들 사이의 한국교회의 성
장은 국내교회 성장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4. 바울의 선교전략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일어
난 것처럼,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에 있어서 디아스포라를
동원하는 선교전략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미 타 문화
권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동원은 단일 문화권 중심
의 국내선교동원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매우 중
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
운데 이러한 의식이 확산되어 선교동원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 제기
5. 디아스포라 선교동원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지만
생존의 압박을 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 선교
적 비전이 아직 미미하다. 특별히 선교동원의 관점에서 디
아스포라 젊은이들의 선교동원의 확산은 매우 중요한 과
제이다. 선교한국 등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
는 선교동원의 확산이 전 세계의 한인 젊은이 디아스포라
사이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
6. 더욱이 최근 유학생의 급증은 그들이 유학 기간 중에
단일문화권에서 벗어나 다중문화의 상황 속에서 있는 동
안 선교적 비전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포함
한 디아스포라 젊은이 선교동원이 국내 젊은이 선교동원
과 맞물려 일어난다면 놀라운 선교적 진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전에 북미 중심의 유학 진출에서 이제는 유럽을
비롯한 2/3세계권 지역에도 광범위하게 유학생들이 진출
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지 문화를 이미 경험한 매우 중요
한 선교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
교자원들이다.
7. 디아스포라 젊은이 선교동원과 국내 선교동원과의
연대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선교한국 측과
북미 1.5세/2세 선교동원가들의 만남은 90년 얼바나대회
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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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동원가 네트웍(SMMN)을 결성하여 한국과 미국을 오
가면서 젊은이 선교동원에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1994년에는 파세디나 선언문 등이 발표되었다.
8. 이러한 부분적인 협력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한
인 선교동원가 네트웍이 형성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
고 있다. 이미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미의 한인교회들 가운데 선교동원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해외파송단체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동원
을 위한 부서와 인력이 배치되고 있고, 국제적인 선교기관
들도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디아스포라 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KOSTA 사역의 등
장으로 인해 유학생과 한인 젊은이들이 공동체적으로 모
이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장을
통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식의 확산이 더욱
구체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
9.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동
원 사역이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
다. 선교적 관점에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디아스포라들
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협력과 연대가 일어나야 한다.
비전
10. 선교는 협력과 연합이라는 명제를 통해 이루어진
다. 현재 진행 중인 디아스포라 선교동원사역들 간에 네트
웍이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동원운동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소망을
가진다.
11.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 디아스포라 선교동원 상황을
확인하고,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며, 드러나지 않은 자원들
을 선교자원으로 동원하기 위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13. 현지에서 유학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 문화권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도 강력한 선교동원이 일
어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2/3세계 지역으로 진출
한 유학생들에게 비교의식보다는 그곳을 선교지로 선택할
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필요하다.
14. 디아스포라 동원운동의 일회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한 상설의 네트웍과 이를 위한 인력배치가 일어나
야 한다.
15.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한국의 선교동원이 2/3세계
선교운동에 모델이 되거나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선교
동원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코딤넷(KOREAN DIASPORA MISSIONS NETWORK)

열매
언급한 것처럼 코딤넷(KDIMNET)은 주로 디아스포
라 선교동원가들의 네트웍이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목
회, 교육, 선교이다. 특별히 교육이 언급되는 것은 디아
스포 상황에서 교민들이 개인적으로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는 2세들이 자신들이
태어나고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건강한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한국교회의 좋은 신
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코
딤넷은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교회의 과제 가운데, 특별
히 선교동원에 관련된 과제들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고, 그 결과 선교동원가 중심의 모임으로 발전해 왔다.
코딤넷 모임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된다. 첫째로는 디아스포라 선교 동원 전반에 대한 과제
들을 다룬다. 둘째로는 코딤넷이 개최되는 지역(나라, 대
륙)의 선교동원의 과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왔
다. 초기 모임에서는 디아스포라선교동원의 방향과 디아
스포라 선교동원가들의 정체성, 사역 내용, 네트웍, 관심
사 등을 중심으로 다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역(나
라,대륙)의 디아스포라선교동원의 과제 등을 함께 고민
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초기 모임들을 통해서 디아스
포라 동원가의 정체성이 정리되고 확인된 것은 매우 중
요한 열매였다. 또한 디아스포라 동원가들이 자신들이
하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명감을 확인하
고 동원가들 사이의 네트웍과 파트너십이 있어나는 계기
가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동
원가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디아스포라교회들이 가
지는 선교적 중요성을 문서화했고, 교회들이 어떻게 선
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
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대안을 위한 결과물
들이 만들어졌다. 디아스포라 사역을 연구하기 위한 크
리드(KRID;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Diaspora)를 만드는 일에 한디포(한인디아스포라포럼) 등과 주
도적인 역할도 했다.
각 대륙(나라)을 방문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어 각 나
라(대륙)의 선교동원에 중요한 과제와 이슈들을 나눴다.
중국모임(2005)에서는 중국에 한인교회와 선교사들과
의 협력 그리고 청년자원의 동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
다. 쿠알라룸프르모임(2007)에서는 각 대륙별 동원 이슈
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콕모임(2009)에서는
다민족사회에서의 한인 디아스포라교회와 선교동원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산호세모임(2010)에서
는 미주 한인사회의 인구분포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인
식과 이에 대한 동원사역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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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대회(7)
파리모임(2011년)에서는 유럽의 다민족교회들 간의 선
교동원과 유럽 내의 무슬림에 대한 한인교회의 역할 등
에
대해 논의했다.(각 모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tners.missionkorea.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딤
넷을 통해서 디아스포라사역과 관련된 주요한 자료들이
모아진 것도 한 열매라고 볼 수 있다.

임의 방향은 디아스포라교회와 선교자원의 올바른 동원
을 위한 반추하는 행동가(Re,ective Practioner)들의
교제와 나눔의 모임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 사역의 논의
도 선교동원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이
다. 코딤넷을 통해서 논의된 내용들이 각 단체들이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동원 사역에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데,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대안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미래
2004년 처음 코딤넷이 시작할 때만 해도 디아스포라
선교동원에 대한 그림이 막연했다. 그러나 지난 8년 사
이에 디아스포라교회 선교동원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다. 2004년 코딤넷과 동시에 한디포(KDF 한디아스포
라 포럼)가 볼티모어포럼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것은 하
나님의 섭리였다. 최근 로잔운동에서도 디아스포라사역
이 부상하면서 한국 리더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 또한 국내외에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많은 사역들과 네트웍들이 만들
어지기 시작했다. 코딤넷이 이러한 흐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일부분 감당했다고 본다. 코딤넷은 말 그대로 네
트웍이다. 특별히 동원가들의 네트웍이다. 따라서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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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대회(8)
The Message, Messenger, Community

우리 가 이 일 에 증 인 이 라 !
선교한국 2012 대회
이대행, 선교한국 대회 상임위원장

1988년, 학생선교단체와 파송선교단체들의 연합으로
시작된 선교한국은 이 땅의 기독청년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은사
에 따라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눈
뜨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선교한국 2012 대회(조직위
원장 이승제 목사, 상임위원장 이대행 선교사)가 안산동
산교회(김인중 목사)와 꿈의 교회(김학중 목사)를 중심
으로 7월 30일(월)부터 8월 4일(토)까지 진행되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행 3:15)는 주제 아래
3,500여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새로운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
선교의 화두 – 본질의 회복, 부르심의 근원 확인, Being
not Doing
이번 대회는 성경적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온 땅에 하
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
활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증인의 사명을 감당
해야 하는 과업이 있음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
동체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되, 행
위(Doing)가 아닌 존재(Being)로서의 통전성(Integrity)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선교의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바
그 책임을 근본적으로 재인식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선교사역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수행해
야 하는 사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선포
되었다. 역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
동에 따른 본질 이해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에 따라 당연한 결과로서의 행동이 진정한 영향력이 있
다는 점을 세밀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 주제와 방향은 특
별히 21세기 한국사회 안에서,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
한 질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명제를 확인해야
문제를 객관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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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집회의 성경강해와 저녁 메시지는 이러한 주제
에 맞춰 선포되었다. 저녁 메시지는 유기성 목사(선한목
자교회), 김도현 교수(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 이영길
선교사(인도, GMP), 윤태호 목사(JDM 대표), 정민영 선
교사(GBT)가 ‘교회 공동체가 선교사역에의 전략으로 부
르심 받은 사실’을, “이 일에”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며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증인 된 삶’에
대한 내용으로 선포되었다. 저녁 메시지를 통해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섬김으로 보이는 것이며(김도현
교수), 우리는 성육신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과 이것을 선교현장에서 구현하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영길 선교사), 그리고 증거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
라 증인이 되는 것이며, 세상 풍조와 가치를 거슬러 살아
가는 대가를 치른 급진적 세계관의 변화인 회심을 경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증인
이라는 것(정민영 선교사), 증인은 헌신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핍박을 이겨낼 뿐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감
당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윤태호 목
사),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략
으로 세우신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이며, 그 공
동체가 예수라는 끈에 의해 하나 됨을 이루어 세계복음
화의 과제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유기성)이 참가자들에
게 각인되었다.
콜롬비아 국제대학 명예 총장인 조지 머레이 박사(Dr.
Geroge Murray)는 성경강해를 통해 ‘예수님 그리스도
는 누구 신가, 그의 사역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우리에
게 분부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중심으로 명확하
게 밝혔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님께서 함께하실 것’임을 믿고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
음을 인정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다.”라며 굳건한 믿음
과 그에 따른 선교적인 삶을 도전했다.
전체집회는 오전의 성경강해와 저녁의 경배와 찬양,
메시지, 기도합주회로 구성하여 가장 단순하게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조준
모 교수가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은 예배를 돕는 자로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찬양인도자와 예배자들의 화면을 최소화 혹은 생략하는
틀을 의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특별한 멘트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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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으로 찬양의 당위성을 발견케 하며, 이 말씀을 다양
한 언어로 낭송하며 모든 민족과 언어 가운데 경배를 받
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왔다. 5일
간 진행된 기도합주회는 회개와 각성(월, 화), 중보(수),
헌신과 간구(목, 금)의 흐름으로 준비되어 참가자들이 영
적 각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대회 이후에도 기도를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일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도전으로 마
무리되었다. 실제로 경배와 찬양에서 기도합주회까지 참
가자들이 깊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예배와 기도를 경험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것은 선교와 기도의 긴밀한 관계와 기도 없는 선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정신과, 예배의 중심이 인도자가 아닌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본질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현시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로 각인되었을 것
을 기대하고 있다.
주제강의와 박람회, 멘토시스템으로 연결되다
선교한국 대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
기라는 시작점이기에 참석자들이 대회 기간 중 깨닫게
된 명제와 그에 따른 삶으로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 병행
된다. 전체집회를 통해 본질과 명제에 대한 강조가 이루
어졌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교 현장 정보를 통해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구체화 시키는 일들이 진행되
었다.
6가지 영역에서 사흘 동안 진행된 147개의 영역별 주
제강의는 기초 이해, 구체적 이해와 만남의 출발점이 되
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본 선교, 세계를 품은 그리스
도인의 삶, 선교사역의 출발 단계, 선교사역 준비 1단계,
선교사와 전문 분야, 지역, 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로
나누어진 영역은 선교 기초에서 준비, 전문 영역, 종교
권, 전문사역에 대한 강의를 다양한 강사, 다양한 깊이로
다루어져 선교 입문자, 선교 관심자, 헌신자에 이르는 다
양한 참석자들의 필요를 도왔다. 143명의 강사가 세워졌
고 강의마다 코디네이터와 멘티들을 배치하여 48명의
코디네이터와 340여 명의 멘토들이 참석자들의 강의 이
해를 도왔다. 특별히 ‘멘토-멘티’ 시스템은 2010년 대회
때 도입한 후 긍정적 평가를 토대로, 코디와 멘토들의 스
크린 과정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
를 받았다. 340여 명의 멘토들은 직장인에서부터 선교
단체 간사, 목회자들, 선교사 후보생들 등 다양하게 구성
되었다. 멘토들은 참가자들과 대회 틈틈이 만나 참석자
들이 자신의 은사와 역할에 따라 구체적인 길을 가도록
도왔다. 대회가 끝난 후에도 소그룹으로 네트워크를 만
들어가며 선교에 대해 실제적인 준비와 고민, 상담을 해
나가기도 한다. 여전히 멘토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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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영역에서는 향후의 발전적 형태에 대한 가능성을 더 크
게 봐야 한다는 평가로 마무리되었다. 멘토들은 참가자
들을 위한 시스템의 한 영역을 담당할 뿐 아니라, 자신의
선교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
고 있다. 전문분야에서 자신의 지적인, 경험적인 부분의
정비와 발전을 이루고, 같은 그룹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며, 이것이 참가자들에게 전달
될 때 발휘되는 지도력에서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발견
하는 시간으로 사용된다. 또한, 선교단체들이 가장 주요
하게 보는 대상이기도 하다. 현재의 사역자가 아닌 경우
에는 가장 빨리 선교단체와 연결될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선교단체들에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
며, 한국교회 선교의 중간 지도력으로의 부상을 가늠하
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멘토들을 향한
지속적인 교육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지도력 함양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숙
제를 남겨 놓았다. 참가자들의 평가결과는 이례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 중 영역별 주제강의를 언급
한 사람들이 다수 눈에 띄었으며, 자신의 삶과 구체적으
로 연결되길 기대하는 반응도 많았던 점이 다음 행보를
위한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였다. 사람을 통한 영향력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선교단체 박람회’에서는 총 53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캠퍼스, 특수사역을 감당하는 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선교 사역을 소개했다. 박람회 사역자
들은 여느 대회와 달리 참가자들의 선교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질문으로, 단체에 대한 소개나 선교 기초를 상담
하는 매뉴얼을 두 번째 날부터 바꿔서 실제로 선교에 참
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나누며, 구체적인 부분에 관심
을 둔 참가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
별히 규격화된 부스형태를 벗어나 자유롭게 공간적 구성
을 하는 시도도 일부 이루어졌는데, 몇 가지의 세밀한 규
정을 세워야 할 필요가 대두하였지만, 창의적 구성에 대
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으로 구축
할 필요가 생겼다. 박람회에 참석하는 단체들이 헌신자
들의 지금 상황을 가늠하여 단체홍보를 통한 씨앗 뿌리
기라는 목적이 있지만, 선교한국 2012 대회 참가자들의
진지한 반응과 질문의 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앞으로 대
회에서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회 참여 시 기초 동원과 멤버십
확보를 위한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멘토시스템과 선교단체 박람회의 영역은 매우 긴밀하여
서, 이 부분이 창의적으로 연결되는 고리에 대한 연구과
제를 낳았다. 또한, 박람회가 단순히 자신들의 사역을 소
개하고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선교전략에 대한 고민
과 새로운 세대를 충분히 고려한 준비를 해야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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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경험 있는 사역자들의 참여
가 헌신자와의 고리를 만드는 열쇠라는 사실을 단체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만남의 장
선교지도자, 캠퍼스 사역자, 지역교회 목회자 등 각 분
야의 현장 사역자들끼리 만남의 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
다.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른 선교사역의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거나 만남을 통해 교제하고 시대의 과제를
공감하는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캠퍼스 사역자들
140여 명이 모여 캠퍼스 사역의 현장에 대한 교류와 나
눔을 4일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캠퍼스 내 외
국인 유학생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
다. 또한, 이 부분을 주도한 학생선교단체 선교부 네트워
크모임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앞으로 대회
에서도 캠퍼스 사역자들을 위한 시간을 지속해서 연구하
고 운영하는 핵심역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대회에
참여한 100여 명의 목회자 중 40여 명이 3일간 목회현
장과 선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담임목사보다는
현재 청년대학부 사역자들이 주를 이룬 특성상 소속 교
회의 이동은 예상되지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공
감되었으며,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전문가들의
강의와 가이드, 상호 토론 등이 참가자들의 시각을 여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개별적 필요를 지속해
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선교
동원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틀로 발전하길 기대하
고 있다. 약 150여 명의 선교지도자의 전략 세미나는 기
존과 다르게 수, 목 2일간 진행되었다. 지도자들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상황화와 교회개척 이슈(정마태), 현
장 선교사의 필요(한정국)라는 측면에서의 기조발제를
짧게 하고, 종교권별 소그룹으로 나누어 자신들의 상황
에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짧은 시간의 한계는 있
었으나, 선교한국 참여 강사들의 면면이 많이 바뀐 점과
창의적인 의견과 동시에 비전문적인 의견들이 동시에 나
와 가능성과 숙제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선교사들이 자
신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동원현장에 보다 적극 참
여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하였다. 12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현지 지도자와 참가자들의 비서구선교포럼을 4일
간 진행하였다. 선교한국의 정신과 상황, 한국교회 선교
의 현재와 과제, 비서구 선교 현황, 파트너십 등으로 강
의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끼리의 상황 나눔과 과제를
교류하는 시간이었다. 선교한국 대회가 비서구권의 선교
동원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섬겨야 할 부분들에 대
한 숙제를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참가국별로
이루어지는 선교동원과 사역현장 개발의 공유 필요가 있
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선교한국2012 대회

선교한국 대회가 동원과 함께 전략적인 그룹들의 모
임이 진행되는 장이 되었고, 이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정보들을 얻고, 교제와 쉼,
비전을 좀 더 다지는 시간을 가지는 종합 선교대회의 장
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세상으로 보냄 받은 다양한 헌신
선교한국 2012 대회 참석자 중 약 1,600여 명이 타문
화권 선교사로 장기 혹은 단기로 섬길 것을 결심했다. 보
내는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도 약 700여 명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이 가는 선교
사로 헌신한 이들의 두 배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번 대회
는 가는 선교사가 보내는 선교사의 두 배가 넘어 타문화
권으로 나가려는 젊은이 선교자원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무색하게 하였다. 금요일에는 다양하게 헌신한 이들을
위해 선교사적인 삶에 대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로드맵이
진행됐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구분해서
‘헌신분야별 강의’를 진행했고, 세밀한 행동의 내용과 방
향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세분된 강의를 통해 ‘선교동
원’이 단순히 ‘간다’ ‘안 간다’의 이분화된 성격이 아니라
‘선교사적인 삶의 도전’을 통해 은사별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라는 ‘선교한국 2012 대
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집회
에서는 참석자들이 각각 자신의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선교사적인 삶’을 결단하며 ‘증인’으로 살겠다는 지장을
찍어 결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계
속해서 복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부어
주시는 은혜가 선교한국을 통해 한반도 전역에 확산하기
를 기대한다. 선교한국 대회 조직위원회는 청년 대학생
들이 품은 열방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두 달 동안의
전국 5개 지역 리유니온 집회를 통해 기도의 불씨를 점
화하고, 정기 기도합주회와 헌신자별 다양한 자료제공과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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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뷰

로잔 디아 스 포 라 운 동 과 선 교
김성훈,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소/로잔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실행위

디아스포라 현상과 세계 선교의 변화
20세기 말에 나타난 비서구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21세기에 들어와 선교의 영역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
게 되면서 세계 선교의 지평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가
운데 현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인 ‘디아스
포라 선교’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선교의 방식을 뒤집는
미래 선교의 방향이자 도전이라고 남미 선교 신학자인
사무엘 에스코바도 동의한 바 있다.
세계 교회 협의회(WCC)도 유사한 차원의 노력을 기
울여 이민(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는 차
원에서)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공의(justice) 주제들을 다
루기 시작했다. 특별히 이민과 사회정의의 분야에서, 로
잔 복음주의 영역에서 제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민
은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회론적인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보고 인신매매, 개발 때문인 인구분산 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종혐오를 낳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이민은 종교 간 관계, 정체성, 정의, 인종차
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예로, 글로벌 에큐메니칼 이민 네트워크(The
Global Ecumenical Network on Migration: Global
Ecumenical Network on Uprooted People)는 집중적
으로 이민의 문제를 인종차별주의와 인종혐오 그리고,
교회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이슈를 다
루고 있다. 복음주의 진영과는 달리 WCC가 보고 있는
이민의 문제는 정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창조에 대한 책
무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노
력에 병행해서 최근에 WCC는 유럽인구 지평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출판했는데, Mapping
Migration, Mapping Churches’ Responses이다. 이 책
은 그 지역적 한계가 있음에도 유럽의 인구 지형의 변화
와 더불어 이민에 대한 신학적 접근과 교회의 대응에 대
해 지역별로 잘 정리한 통계와 해설서이다.
오는 2013년 10월에는 WCC의 제10차 국제총회가 한
국에서 다양한 마당을 통해 세계 교회의 이슈들이 논의
될 예정인데 이번 총회는 교회사 속에 보수와 진보로 양
분된 한국교회에 대한 대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한 섭리가 있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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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백사십만 이주노동자와 외국인에 대한 교회의 관
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므로 오는 총회에서
도 어떤 모양으로 든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
역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서는 머지않은 장
래에 WCC, WEA, 그리고 로잔 운동이 한 마음으로 하
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모략(divine conspiracy)인 디아
스포라 선교에 연합전선을 이루기를 꿈꾸어 본다.
로잔 복음주의 대회와 디아스포라 선교 운동
최근 자료에 의하면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의 시초는
1976년 홍콩에서 시작된 Chinese Coordinating
Committee for World Mission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
인다. 이는 1974년에 로잔에서 개최된 ICCOWE의 중국
참여자들이 모여 결성된 열매이기도 하다. 1989년 2차
마닐라 로잔 대회 이후에 South Asian Concern이 결성
되고 그 이듬해에 North American Consultation of
South Asian Christians(NACSAC)이 시작되었다.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은 공식적으로 마닐라 대회 이
후 당시 위원장이던 Tom Houston에 의해 조직되었고
1998년 처음으로 캐나다의 에드몬튼에서 국제 디아스포
라 지도자 대회가 열렸다. 그 이후 2004년에 파타야 로
잔 포럼에서 Lausanne Occasional Paper No. 55,
‘The New People Next Door’가 나오게 되었다. 이 문
서는 복음주의 선교의 사고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 무렵에 로잔과 상관없이 필리피노
들의 디아스포라 선교를 정리한 ‘Scattered’가 나오게
되었다.
2007년에는 필리핀계 캐나다인 조이 티라가 로잔 디
아스포라 시니어 멤버로 새롭게 선임되고 헝가리 부다페
스트의 로잔 지도자 대회에서 타민족 디아스포라와의 멤
버 결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필자는 한
인 디아스포라의 책자 발간을 의뢰받게 되었다. 2010년
10월에 Korean Diaspora and Christian Mission이 비
매품으로 1,000부가 발간되어 3차 로잔 대회기간 중에
대표단에 공식적으로 배포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수정 증보되어 옥스퍼드의 Regnum출판사와 한인 디아
스포라 연구소(KRID)가 공동으로 2011년 4월에 국제 학
술지로 출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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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Lausanne Diaspora Leadership
Team(LDLT)이 구성되고 마닐라에서는 LDLT중심으로
다양한 디아스포라 사역자들, 신학자, 선교학자, 현장 사
역자, 선교전략가 등이 모여 디아스포라의 신학적 기초
를 놓는 일을 시도하였고 그 후속 모임으로 2009년 말
서울에서 디아스포라 선교학에 대한 서울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연구 보고서인
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
of Diaspora(마지막 추수를 위한 흩어짐: 세계적인 흐름
을 위한 디아스포라의 이해와 적용: 위디 국제선교회 번
역))를 3차 로잔대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2010년 4월에
는 옥스퍼드에서 유럽 디아스포라 이슈들을 다루는 콘퍼
런스가 열렸고 그 결과물을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의 Transformation 저널(2011년 1월 호)에
발표하였다.
2010년 10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복음주의 대회 기간에 다양한 주제의 분과 모임들이 진
행되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참석자의 관심과 주목을 받
아 다시 강연을 연 주제는 ‘디아스포라’였다. 많은 주제
가 대부분 선교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라
면 디아스포라 이슈는 21세기 선교에 각별하게 드러난
현상이자 현장 선교의 과제들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변
수로서, 2차 대회 이후에 제기된 선교적 현안에 대한 밑
그림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고 3차 로잔대
회 이후 아직 이렇다 할 미래의 방향제시가 마련되지 않
은 가운데, 디아스포라는 이미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
과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로잔대회 이후의 선교 운동: GDN의 방향성
그동안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을 주도해 온 에녹 완, 조
이 티라, 테드 야마모리 그리고 필자 등이 주축이 되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케이프타운 후속 모임을 2011년
2월 20~21일 파리에서 개최했다. 이 네트워크는 두 개의
조직, 즉 International Board of Reference와 International Advisory Board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최근에
필리핀 마닐라에 실질적인 행정 기구(GDN with the
Philippine Security Exchange Commission)를 설립
하게 되었다. 필리핀 마닐라에 세운 이유는 상징적으로
글로벌 교회가 이 운동을 주도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GDN의 목표는 디아스포라 선교와 관련된 지역 조직
과 이슈 그룹들과의 연대를 추구하며 학문적 영역에서도
디아스포라와 관련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차세대
지도자들을 발굴 양성하는 일에 힘쓴다. 그리고 디아스
포라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로잔 대회 차원에서 오는
2015년에 세계 디아스포라 포럼(Global Diaspora Fo-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과 선교

rum)을 마닐라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이 포럼의 준비를
위해 2011년 여름 마닐라에서 필리핀 복음주의 대표인
텐데로 주교와 필리핀 개신교 차원의 협력을 합의하고,
2012년 7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운영 이사회가 모여 최
종적으로 2015년 세계 디아스포라 포럼준비를 위한 로
드맵을 마련하였다.
오는 2015년 포럼을 전후하여 지역별, 종족별, 국가별
로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현장 사역자들과 학자들이 양
성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랄프 윈터의 Perspective
Study Program처럼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Compendium을 출판하여 전 세계 각 신학교, 훈련기관, 그리고 현
장 디아스포라 목회차원에서 새로운 관점의 선교 훈련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소(KRID)와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들(KDF, KODIMNET, 한국 KAMA의 KIN(Korea Intercultural Network 등)과의 관계에서도
GDN은 구체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며,
2011년 5월 LA 한인 디아스포라 대회(KDF)기간중에 오
는 2015년 마닐라 세계 디아스포라 포럼을 준비하기 위
한 협력 체결을 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에서는 전 로잔
위원장이며 현 GDN 실행위원이자 상임고문인 테드 야
마모리 박사가 필자(GDN실행위원)와 같이 내한하여 한
국 로잔위원회(위원장: 이수영 목사)와 한국 내 디아스
포라 사역 촉진과 오는 세계포럼에 협력, 그리고 학술 포
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세계선
교 협의회,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총장: 김상복 목사), 부
산의 미래 목회 연구회, 그리고 이주자 사역에 앞장 서
있는 서울 명성 교회(김삼환 목사) 등을 탐방하며 로잔
이 추진 중인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 운동을 홍보하는 행
사를 한 바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들은 디아스포라 관점의 신학과
선교학 그리고 실천 방안 등을 자료화해서 각 신학교, 선
교훈련 단체, 공식, 비공식 훈련 프로그램들에 적절하게
수용되도록 전파하는 일이다. 이 일에 대륙별로 지역 디
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네트워크
를 주도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KDF)은 앞으로
범아시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산파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주
지역의 타민족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
면 비서구 교회가 주도하는 미래 선교의 변화 주역으로
서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에 이바지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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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티모티 리더 개발 프로그램
손창남, OMF 동원 디렉터

리더가 되는 어려움을 실감하고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필드에서 캠퍼스 사역에 전념
하고 있을 때 국제본부로부터 한국으로 돌아가 대표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대표가 되는 것을 쉽게 생각
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봐도 리더로의 자질
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고사도 해보았지만, 당시의 상
황으로 볼 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대표로 섬기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내
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단체의 리더로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었다. 나는 그동안 리더 개인의 영향
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캠퍼스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었
기 때문에 학생사역자로부터 대표로의 리더십 이동은 엄
청난 비약이었다. 거의 날마다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
던 일에 직면해야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이 내가 속한 조직과 타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했다. 또 처음부터 내가 관여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중압감과 불편함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 번은 어느 국제단체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선배
선교사에게 대표가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 선배의 대답은 자기도 내가 당시 느끼는
것과 매우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선
배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서 모종의 리더 훈련 프로그
램을 받도록 했는데 그것이 무척 도움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대표를 맡게 되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내가 속해
있는 OMF 국제본부에서 프로젝트 티모티라고 하는 리
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
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참가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대표 일을 거의 그만두기로 한 2007년부터 일본 필드에
서 열리는 프로젝트 티모티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훈
련에 참가하면서 이 훈련을 대표가 되기 전에 받았다면
다르게 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OMF 내의 다른 필드, 예를 들어 필리핀,
캄보디아,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석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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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마치면서 내가 느낀 것과 매우 비슷한 고백들을
한다. 그 고백의 대부분은 진작 이 훈련을 받았더라면 리
더 역할을 조금 더 잘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었다. 그러
면서 한국 선교계에도 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OMF 국제 본부에서는 한국 선교계와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프로젝트 티모티의 한국판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사용료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한국에서 사
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드디어 작년 10월에 파일럿 프
로그램으로 제1회 프로젝트 티모티 과정을 열게 되었다.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프로그램
의 본격적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티모티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
필자가 OMF에 처음 허입된 90년에 놀란 것은 필드
에서 30년 혹은 40년의 경험을 가진 선교사들이 허다했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OMF는 리더가 될 중간층이
두터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시니어들은 건강이나 정년으로 은퇴하는 데 반해서 젊은
이들의 허입이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필드를 포함한 각 센터에서 리더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
은 경험을 가진 리더들이 자연스럽게 세워졌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처럼 연륜을 갖는 리더들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OMF에서는 리더를 훈련해야 한다는 절
박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미국 OMF의 리더로 있던 댄 베이
컨 (Dan Bacon), 그리고 데이빗 도로티어 (David Dorthyer)라는 두 선교사가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박사의 조언을 토대로 리더십 교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당시 로버트 클린턴 박사 아래서 크
리스천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던 셜리 트레비쉬 (Shelly
Trebish)라고 하는 탁월한 강사가 합류하면서 탄탄한 강
사진을 구성하게 되었다.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력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미국의 어느 재단에서 상당한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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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액을 OMF 리더십의 개발을 위해서 헌금을 했기에
가능했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 OMF 안에서 탁월한 리
더십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프로그램 구성 내용과 진행
프로젝트 티모티는 자신의 사역에서 모종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
은 참가자들이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와 실습을 익혀서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부합하게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참석자 개개인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이 증진되
는 것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사역 속에서 리더십
의 기술과 효과를 향상하도록 돕기 원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리더십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모든 OMF 회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는 사역의 현장에서 지난 몇 년간 350명이 넘는 참가자
들이 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으
며, 참가자들 또한 그들의 현재 상황 안에서 배운 내용을
활기를 띠고 적극 실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18개월의 과정으로 6개월마다 이
루어지는 4개의 세션으로 되어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참석하기를 격려하고 특히 부부가 이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매우 도움되는 것 같다. 각각의 세션은
4일 하고 반나절이 걸린다. 세션의 사이에는 과제(세미
나 전 독서와 세미나 이후 적용하는 과제)가 있어서, 실
행이 가능하면 참가자들이 토론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에
게 세미나 자료들을 적용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작은 모
임을 한 번이나 두 번 가질 수 있다. 참가자들은 프로젝
트 티모티 훈련을 돕는 퍼실리테이터와 이메일을 통한
정기적인 교류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성인학습 (Adult learning)의 원
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인학습은 기본적으로 참가자
들이 이미 훈련받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
이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토론
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일종에 정
렬(aligning)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참가
자들은 각 세션을 진행하면서 소그룹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적용이 잘 이루
어지도록 하게 된다.
자세한 구성 요소
프로젝트 티모티의 커리큘럼은 미래적으로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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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프로파일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세션 1 – 리더(지도자)와 내적인 삶(The Leader and the Inner
Life)
1.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
2. 크리스천 리더십 개론(Introduction to Christian Leadership)
3. 리더십의 기초 – 리더의 정체성(Identity)과 동기(Motives)
4. 리더의 의도적 인격 개발(Intentional Character Development of a Leader)
5. 리더의 평생 개발(Lifelong Development of a Leader) –
시간선(Timelines), 은사(Giftedness), 사회적 기반(Social
Base)
세션 2 – 리더와 목표/과업(The Leader and the Target/Task)
1.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
2. 선교, 비전, 가치의 개발(Developing Mission, Vision &
values)
3. 전략 개발과 계획(Strategy Development and Planning)
4. 의사 결정(Decision-making)
세션 3 – 리더와 팀(The Leader and the Team)
1.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
2. 사역 서론(Introduction to Teams)
3. 그룹과 팀(Groups and teams)
4. 인격과 팀(Personality and Team)
5. 팀 형성을 촉진하기(Facilitating team stages)
6. 팀의 역기능을 극복하기(Overcoming Team Dysfunctions)
7. 갈등 해결(Con,ict Resolution)
8. 팀 출범(team launch)
세션 4 – 리더와 기관(The Leader and the Organization)
1.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
2. 조직의 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3. 리더십 스타일과 영향력(Leadership Styles and In,uence)
4. 감성적 지성(Emotional Intelligence)
5. 감성적인 지성적 조직 만들기(Creating Emotionally
Intelligent Organizations)
6. 학습하는 조직과 시스템 구상(Learning Organizations
and Systems Thinking)
7.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s)
8. 조직의 라이프 싸이클(Organizational Life-Cycles)

지난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OMF 내에서 이 훈
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변화
를 가져다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즐겁고 재미있다. 본 프로그램이 한국의 선교지도
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2011년 10월
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세션(1) “리더의 내적인
삶”을 다루었다. 평가과 반응이 좋아서 2012년 11월 중
에 세션(1), 세션(2)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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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임(2)

이 슬 람 파트 너 십 ( I s l a m p a r tne rs h i p ) 의
출발 배 경 과 방 향
정 마태, Interserve Korea, 이슬람파트너십 코디네이터

들어가는 말
1993년에 집계된 외국인 노동자 통계는 약 10만 명이
었다.1 그러나 2012년,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 명을 추
산한다. 즉 지난 20년간 10배가 증가한 것이다. 국내 모
슬렘 체류 숫자에 대해 2011년 3월 한국 이슬람중앙회는
약 92,059명으로 추산했다.2 이처럼 한국이 단일민족 사
회였지만, 다민족 사회로 진입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라비안나이트’와 같은 동화 속의 이슬람 문화권이 우
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그 중, 이슬람 국가인 인도
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온 모
슬렘 노동자들이 3D업종(Dirty, Dangerous, Di$cult
Job)을 하는 동안 한국 업주들은 본의 아니게 그들을 무
시하거나 헐뜯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다. 모슬렘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국을 향해 분노하기도 했다. 교회
도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황했다. 대부분 모
슬렘 세계관과 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슬람선교의 이슈와 이슬람 파트너십의 출발 배경
1) 모슬렘 사랑도 증가했으나 경계심은 더욱 증가
1976~1986년, 10년 사이에 5개 모스크가 한국에 세워
졌지만, 그 이후 1987~2010년에 (23년 동안) 9개 모스크
와 61개 모슬렘 집회장소 등이 세워지면서, 14배로 증가
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국내 모슬렘들은
EBS와 같은 TV 방송국과 미디어에서 이슬람 문화 등을
적극 홍보했다. 한국 교회의 반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났
다. ‘모슬렘의 폭력성을 경계하는 사람들’(이하 ‘모경사’)
과 ‘모슬렘들을 더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사람들’(이하
‘모이사’)이 드러났다. 사실, 소위 ‘모이사’는 1990년 초
에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함께 ‘외국인 근로자사역
을 위한 연합 모임’을 형성하고, 1992년부터 희년 선교
회 등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모슬렘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비록 모슬렘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을 가깝게 지켜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일반 모슬렘 (Folk Muslims)의 고통을 알리며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기도록 한국 교회를 일깨웠
다. 그러나 온건 모슬렘의 얼굴은 한국에 잘 드러나지 않
았다. 사실, 이들이 세계 모슬렘의 약 70%로서 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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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보통 모슬렘들임에도 말이다.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9/11사건, 영국의 7/
7 사건이 터졌다. 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 한
국인이 납치되고 두 명이 순교했다. 그리고 국내에 모슬
렘들과 모스크와 모임 장소들이 증가하면서, 소위 ‘모경
사’가 더 드러났다. 사실 이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진
분위기였다. 그들은 알 카에다와 탈레반 등 과격한 모슬
렘 그룹의 극단적 활동들, 이슬람의 지하드 (Jihad) 적
폭력성과 일방적 포교성(Dawa) 등을 강조했다. TV 등
대중 매체의 영향과 한국사회의 미국과 이스라엘 편애
성과 팔레스타인 등 모슬렘들에 대한 왜곡된 관점과 더
불어 한국 교회는 다가온 모슬렘들을 점점 더 두려워하
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지난
1400년간 이슬람과 서구 간 과거의 갈등과 대결 구조가
한국에도 재현되는 분위기였다. ‘모경사’는 그들의 모슬
렘들에 대한 사랑에도, 그들이 나눈 정보들 때문에, 한국
사회에 오히려 모슬렘들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을 증폭시
켰다. 교회는 모슬렘 이웃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기보다는
그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물론 이들은 이슬람의 이
단성에 대해, 특히 모슬렘 테러의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
경종을 주는 일에 이바지하였다. 즉, 오늘날 이슬람 이해
에 한국 내에 ‘모경사’ 와 ‘모이사’의 의견이 공존한다.
이런 공존은 한편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듯하나, 다른 편
으로는 이슬람과 모슬렘 이해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음도
사실이다.
2) 해외 모슬렘 권 선교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각성
이런 국내 현상은 해외 모슬렘 사역의 방향을 다시 생
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모슬렘 선교를 위해 지난 몇
년간 한국 교회가 많이 수고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
다. 그러나 지난 모슬렘 권 선교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
은 이슈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모슬렘 선교에서 구
호성 선교가 아닌 양질의 통합적 선교의 필요, 모슬렘 선
교에 적절한 선교사 선발, 언어에 대한 선교사의 자질,
모슬렘 권에서 사역하는 데 필요한 영성, 현지에서의 선
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21세기 모슬렘 선교 방식의 변
화 인식,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모슬렘 권
을 향한 별도 훈련의 필요, 위기와 핍박이 많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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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의 자신 관리, 멤버 케어, 위기관리와 이에 대한
사전 준비, 비전 5:9 (모슬렘 선교를 위한 국제 네트워
크) 등과 같은 단체들과 함께 협력할 필요들을 절감하게
되었다.

1). 기도 운동: 모슬렘 선교에서 기도가 최우선이다.
그 무엇보다도 모슬렘 선교를 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
길 간절히 갈망한다. 역 라마단 기도, 지역별 기도, 모슬
렘 나라별 기도 정보 제공을 통한 구체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3) 모슬렘 선교의 전문성과 전략의 필요를 공감
위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국내나, 외국의 모슬렘 권 선
교에서 전문성과 전략 개발이 절실함을 한국 교회가 인
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슬람 파트너십은
2010년 11월 26일 출발하게 되었다.
이슬람 파트너십의 모임 배경과 미래 방향
이슬람 파트너십의 정체성은 ‘모슬렘 선교를 위한 전
문성과 전략을 개발하는 파트너십’이며, 비전은 ‘예수의
사랑으로, 화해와 연합을 통해 모슬렘 가운데 하나님 나
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슬람 파트너십 이전,
1990년 초기에 모슬렘 선교 동원 차원에서 ‘선교 한
국’이 끝나고 나서 모슬렘 권 선교사들이 모여서 서로 나
누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었다. (1992년 ‘이
슬람 연구소’가 출발함) 그 이후 ‘선교 이슬람’이란 이름
으로 일 년에 한 번씩 선교사들과 모슬렘 선교 관심사들
이 모였고, 2003년 ‘선교한국’ 주최로 Greg Livingstone과 프론티어즈 사역자들을 초대하여 ‘이슬람포
럼’을 시작한 이후 여러 선교단체가 ‘이슬람 포럼’을 이
어받아 진행하였다. 그 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Islam Round Table (IRT)이 진지한 논의를 하면서 더 구
체화하다가 ‘이슬람 포럼’과 ‘IRT’가 연합하여 ‘이슬람
파트너십’이 2010년 출발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외에
서 22단체 (한국 선교 단체와 국제 선교 단체)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
이 파트너십의 목표는 1) 모슬렘 미전도 종족 가운데
교회개척과 총체적 변혁을 위해 창의적 전략을 개발하고
2) 훈련과 연구,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하여 Global South
(비서구권)의 모슬렘 선교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동반자
구실을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1) 한국 교회와 한인 디
아스포라 교회 내 이슬람권 사역과 연관된 단체, 교단과
개인, 2) 이슬람권 현지 한국 선교사들 (재교육- 현지와
한국에서), 3) 세계 이슬람권 선교 단체와 지도자들, 현
지 모슬렘 개종자들 (예, 비전 5:9, WEA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의 이슬람분과 등등)을 섬긴다. 이러한 방향에서
2011년 11월에 1차 콘설테이션을 부산에서 열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현재 아래와 같은 3가지 사역을 먼저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 2012년 11월 13~16일에 충주에서
2차 콘설테이션을 갖게 된다.

2). 이슬람과 모슬렘에 대한 건강한 이해와 한국 교회
교육: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이해의 두 방향성 (‘모
경사’ 와 ‘모이사’)을 양극화 방향으로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 ‘모경사’ 와 ‘모이사’는 지금 한국이 다 필요한 사
람들이기 때문이다. ‘모경사’ 와 ‘모이사’가 각각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길 원한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
람들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모슬
렘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경사’는 잘못된 정보로
이슬람을 경계해도 안 되고, ‘모이사’도 혼합 주의적 방
향으로 모슬렘들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즉 이슬람 파트
너십은 복음주의적 방향으로 크리스천-모슬렘과의 관계
에 대해 한국 교회를 교육해야 한다.
3). 모슬렘 권 선교사의 올바른 준비와 새로운 방향의
모슬렘 선교 지원과 훈련: 오늘날 선교 패러다임 변화와
모슬렘 선교 방식의 변화를 한국 사역자들에게 재교육하
고, 후보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인카운터 이슬람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모슬렘 사랑
학교’ 등을 열려 한다. 한국 사역자 간의 만남과 배움의
장을 만들고, 귀한 사례들을 찾아 책으로 출판하여 모슬
렘 선교의 좋은 모델들을 적극 알리려 한다. 과거 십자군
원정, 제국주의의 아픈 역사 등으로 서양 선교사들이 모
슬렘 땅에서 점점 배척을 받고, 한류를 통해 한국인들이
환영을 받는 마당에,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은 과거 교회
사와 선교사들의 실수를 본받지 말고, 그들 안에서의 좋
은 점들은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배워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이 모슬렘들과 새 관계를 통해 새 역사를 만
드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카이로스’ 기회이니 이 결정적 시기
(Critical Moment)를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 지난
5000년 동안 오늘과 같은 축복을 대한민국이 받은 적이
있었는가? 한국 교회는 이 축복을 주신 역사적 선교적
이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모슬렘 선교 패러다임과
전략(예: 모슬렘을 위한 새로운 4 영리 개발)을 다음 세
대와 세계에 나눠 주어야 한다. 지난 1400년이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갈등의 역사였지만, 이제 우리는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군
이 아닌),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모슬렘들 안에서 일어나도록 지
원하고 훈련할 것이다.
이 일을 추진해 오는 동안 최근에 한 가지 고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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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임(2)
사실은 현지 회심자들과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한
국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이슬람 파트너십과 협력하길
원하는 일이다. 현재 중동,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
서 이슬람 파트너십에 이러한 일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
안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슬람 파트너십은 모슬렘 권 내
에 있는 현지 크리스천 전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지
교회지도자들과 협력하고 동시에 모슬렘 회심자들과도
협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고 현지 문화와
상황에 적절한 현지 교회를 개척해 나가도록 겸손히 섬
길 것이다. 현지 교회와 현지 회심자들과 다른 나라 사역
자들과 함께 킹덤 파트너십(Kingdom Partnership)을
실천해 갈 것이다.
나가는 말
20년 후인 2030년에 ‘한국에 모슬렘들이, 모스크가
몇이나 될까?’라는 관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서는 그날, ‘모슬렘들을 위해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때 ‘내
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니이까?’(창
세기 4:9)라고 변명할까? 이슬람 파트너십은 우리 모슬
렘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와 함께 ‘각 나라

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요한 계시록 7:9) 영원히 찬양과 경배
를 드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
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 모슬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현재 이슬람 파트너십의 실행위원으로는 김마가
(GO), 김아영(이슬람연구소), 김요한(GMP), 박경남
(WEC Korea), 이현수(Frontiers Korea), 한윤호(선한
목자 교회) 등이 섬기고 있다.
이 일에 관심이 있거나 동참코자 하시는 개인, 교회,
단체는 matthewjeong@gmail.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1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 준비위 발간,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자료 모음 2, 1993년 7월 2일 발행, 46페이지

출처: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통계-대부분이 모슬렘으로 추산
숫자는 2011년 7월 31일 자로 모슬렘 나라에서 온 한국체류 외국
인 수는 약 101,700명이었다.
2

북 리뷰

‘ 로마 제 국 멸 망 이 후 의 지 중 해 세 계 ’
- 시오노 나 나 미 저 , 김 석 희 역 , 한 길 사 손창남, OMF 동원디렉터

책을 소개하게 된 배경
우리나라는 소위 이슬람 국가와 접경을 이루고 있지
않아 이슬람과의 조우가 많지 않았다. 요즘은 사정이 달
라져서 외국에서 온 이슬람 신자도 많고 자국민 가운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말이다. 하지만 서구
는 특히 유럽은 이슬람 종교가 태동한 7세기 초부터 간
단없이 마찰 속에서 지내왔다. 그래도 2001년 9월 11일
이 되기까지는 그 마찰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실감하지
못했다. 그저 역사책 속에서 두 종교의 갈등, 그리고
11세기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의 상흔이 주로 이슬람 측
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정도였다.
2001년 9월 11에 나는 OMF의 국제본부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평온했던 싱가포르의 아침과 그날 눈을 뜨자마
자 목격해야 했던 장면과의 대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
억하고 있다. 9·11 사태 이후로 세계는 많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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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뉴스가 나오게 되었고, 이
슬람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많은 면에 대해서
마치 무지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매스컴
을 통한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책
하지만 그것은 극히 피상적인 이해였음을 알게 된 계
기가 있었다. 3 년 전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서 시오노
나나미가 쓴 새로운 책이 나온 것을 보고 반가웠다. ‘로
마제국 멸망 이후 지중해 세계’라고 하는 책이었다. 시오
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전권을 이미 섭렵한 터라
그녀가 쓴 새로운 책을 집어 들고 들춰보다가 꼭 읽어야
할 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자리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
데, 며칠이 되지 못해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결코 작
은 분량이 아닌 책을 다 읽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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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리뷰
멸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발흥하기 시작한 이슬람 세계
와 로마의 뒤를 이어 기독교 국가가 된 유럽과 지중해를
두고 벌였던 갈등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이야기들을 알
게 되었다.

럽을 중심으로 역사의 이야기들을 써나가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작가가 과연 왜구의 역사를 이해
할까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가 여러 번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현재 75세에 이르는 나
이에도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는 일본 출신의 작가다. 그
녀는 젊어 한때 학생운동에 가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를 알게 된 후 학생운동에 회의를 느끼고, 졸
업한 이듬해인 1964년 이탈리아로 건너가 어떤 공식교
육기관에도 적을 두지 않고 서양의 역사를 공부했다고
전해진다.

시오노 나나미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연대는
600년 중반에서부터 1800년 어간까지이다. 저자는 이
슬람 해적이 기독교 세계를 처음으로 습격한 것은 서기
652년으로 보고 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
한 이슬람 선박이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를 습격하여
파괴하고 약탈하고 800명이나 되는 남녀를 납치하여 알
렉산드리아의 노예시장에서 팔아버린 것을 그 후 1천 년
이 넘도록 지중해를 휩쓸고 다닌 사라센 해적의 시초라
고 본다.

서양문명의 모태인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의 역사현장
을 발로 취재하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사에 천착
하고 있는 그는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도발적인 역사
해석과 소설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필력으로 수많
은 독자를 사로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로마 제국 흥망성
쇠의 원인과 로마인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로마인 이야기
는 압권 중의 압권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오늘날 세계적
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그녀가 쓴 저서의 총수
가 88개에 이른다.
그녀는 철저한 인본주의자다. 그것이 아마도 르네상스
를 포함해서 서양 문화의 근본을 이루는 철학에 매료하
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측면에서 보
면 그녀가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껄끄러운 표현이 한둘
이 아니다. 하지만 역사의 상황들을 사료들을 중심으로
매우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 따
라서 아이러니하게도 필자는 비그리스도인 (nonChristian)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안티 크리스천 (anti
Christian)에 가까운 그녀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읽는
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
이 되었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지중해 세계의 포인트
그녀는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펼쳐지는 지중해를 둘
러싼 양대 세력 즉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역사 진행
을 두 권의 책으로 그려나가고 있다. 우선 그녀의 관점에
서 7세기부터 빠르게 중동지역, 근동지역, 아프리카 북안
으로 확산한 이슬람교도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벌인 일들
을 한마디로 해적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기독교 지역이 이슬람의 해적
들에 의해서 당하는 모습은 왜구의 분탕질에 속절없이
당하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 이것은 지금은
이탈리아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에 살면서 로마제국과 유
북리뷰-로마제국 멸망 이후 지중해 세계

이슬람 세계의 이러한 해적질을 막기 위한 시도가 여
러 번 있었지만, 그 어떤 시도도 서로마가 지중해를 장악
하고 있었던 때와 같은 팍스 로마나에 비교될 수는 없었
다. 그래도 프랑스가 북아프리카에 대한 식민 지배를 하
면서 해적질은 많이 줄어들었고, 1856년에 체결된 파리
선언으로 지중해에서의 어떤 형태든 해적행위가 범법으
로 규정되면서 실질적인 해적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오랫동안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을 보고 많은 사
람은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 세계를 괴롭힌 것처럼 생각
하지만, 지중해 세계를 읽고 나면 실상은 이슬람 세계가
얼마나 조직적 비조직적으로 기독교 세계를 괴롭혀 왔는
지를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작가는 대단한
안티 크리스천으로 이해된다.
이슬람 세계가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수백 년에 걸쳐
서 끊임없이 해적질할 수 있었던 기본적 철학을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슬람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었다.
하나는 ‘이슬람의 집’,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의
집’이었다. 이슬람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전쟁의 집을
정복해서 이슬람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
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지하드 소위 성전이라고 불렀
고, 그 성전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이었다. 이 책을 읽
으면서 이런 관점에서 9·11을 다시 보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의 사람들이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을 불
렀던 사라센의 해적질은 물건을 훔쳐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훔쳐오는 것이었다. 기독교 세계에서 사람
들을 잡아다가 소위 목욕장이라고 불리는 수용소에 가두
고 강제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이슬람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기도 했는데 이교도라고 하는 이유
로 노예들이 당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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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 수도회와 구출 기사단의 이야기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절절한 부분이 있
었는데, 그것은 이슬람의 해적들이 잡아간 기독교 노예
들을 구하러 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노예로 잡혀
간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민초들이었고, 당시 중세의 상황으
로 볼 때 이들은 자신의 영주 아래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
는 농노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몇 명의 수도사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기독
교 노예들을 사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간 노예를
살 돈이 모자라자 자신을 볼모로 잡히고 다른 이들을 먼
저 보내고 혹독한 고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하
고 있다.
구출 기사단의 이야기는 더욱 눈물겹다. 이들은 기사
로서 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무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
고 이슬람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노예들을 구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상황이 더욱 열악
했던 것은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로마 교황청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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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을 받고 있었던 구출 수도회와 비교하면 훨씬 더
열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육체적이
고통을 마다치 않고 기독교 노예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
쓴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
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가면서
이 책이 역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지나치게 국지적
인 부분, 특히 이탈리아나 바로 인접한 북아프리카 사이
에서 일어난 해적에 관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서양의 역
사 속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어떻게 반목하며 지냈는
지를 알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전까지 나는 기독교는 이슬람에 십자군 전쟁을 통
해서 가해한 당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슬람들이 기독
교 지역을 노략질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되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낌없이 깎아내리는 저
자가 알려준 구출 수도회의 수도사들과 구출 기사단의
용감한 기사들의 사람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다시 알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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