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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미션코리아리뷰(MKR: Mission Korea Review)의 첫 호를 조심
스럽게 내 놓았다. 이런 새로운 시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조바심 때문이었다.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었다. 짧은 지
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요약 정리해 놓았기 때문인 것 같다. 원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 한국선교도 가면 갈수록 복잡해 지고, 다변화되고 있다. 그래
서 다양한 의견과 전략 그리고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이런 변
화의 내용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피차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MKR이 점차로 그 역할을 찾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가을에 한국에서 열렸던 국제 에뜨네(Ethne)대회에서 나
왔던 논의들을 요약했고, 이슬람선교를 위한 새로운 연합의 장을 열어가는 이
슬람파트너십 포럼의 내용도 요약해서 실었다. 올 초에 열렸던 한국텐트메이
커포럼과 설악포럼의 내용도 요약해서 실었다. 에뜨네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국제적인 미전도종족운동의 흐름을 한국교회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
회였다. 국제적 흐름은 교회개척배가 운동이 매우 실제적인 단계로 넘어가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데, 한국도 미전도종족운동이 개념 차원에서 실천 차
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도전을 주었다. 텐트메이커포럼에서는 과연 텐트메
이커들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교회개척인가 아니면 선교지에서 삶을 통
한 복음의 실현 자체로도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설
악포럼에서는 선교가 삼자원칙(자립, 자치, 자전)을 넘어서서 자신학화(Selftheologizing) 일어나도록 하는 것 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선
교초기에 어떤 자신학화가 일어났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난 2년 동안 선교한
국파트너스에서 퍼스펙티브스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를 평가하고
이 훈련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선교동원의 도구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선교
교육시스템을 제안하는 글을 실었다. 한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전략적인 글
과 최근 열린 한디포 아시아모임결과 글을 첨가했다. 북리뷰로는 한스 큉의 ‘
이슬람’을 다뤘는데, 협속한 복음주의의 시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경험
할 수 있는 책이다.

선교의 출구전략에 관한 소고 김종헌
북리뷰

한스 큉의 ‘이슬람’ 손창남

선교하는 이들이 ‘반추하는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 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 그리고 이를 사역 속에 실행해보는 용기가 필요
하다. MKR이 국내의 목회자,선교리더, 선교관련자 뿐만 아니라 현장 선교사
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
한철호, 선교한국파트너스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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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의 최근 흐름
김성훈, Wycliffe 유럽 디아스포라 자문위원/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소

기독교의 확장과 디아스포라
UN 통계를 보면 2005년에 1억 9천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이는 대략 브라질 인구와 맞먹고 인구 34명당 1
명이 자신의 터전을 떠나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이민 증가는 150%에 이른다.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근자에 소개된 새로운 개념이 아니
다. 그럼에도 오늘날 디아스포라(이민)는 인류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세계화의 역동성에 맞물려 세계적인 현상으로 부상
되고 있다.(1) 이런 현상 연구의 전문가인 풀러 신학교의 선교
신학자 제후한실(Jehu C. Hanciles)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
난 역사 동안 중요한 종교들이 이민과 흩어짐에 힘입어 그들
의 입지를 공고히 해 왔고 그중 기독교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
라고 소개한다.(2) 그의 주장대로 라면 한마디로 기독교의 확장
은 디아스포라와 함께 이루어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로잔 디아스포라 이슈분과, 국제 선교단체
(Wycliffe, Interserve, OMF 등)들과 한국 선교계와 그리고
북미, 유럽, 서구,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각종 포럼과 선교대
회 등에서 소위 이민자(3)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현상(4) 에 대한 관심과 연구활동이 고조됐다. 특별히 2004년
태국에서 열린 로잔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7개 지역의 디아스
포라 대표자들이 모여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비롯한 6개 항
목을 논의하고 그 결과(5)를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디아스포
라 현상이 세계 복음화의 주요 이슈가 되었고 그 이후 후속 전
략들이 만들어져서 오는 2015년 3월에는 대륙별 디아스포라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세계 포럼을 마닐라에서 개최하려고 준
비 중이다.

이런 의미 있는 흐름에 편승해서 필자가 소속된 단체나 국
내외적으로 다양한 포럼 등에서도 몇 년 전부터 ‘디아스포라’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 결과물로 여러 자료가 나오게 되었다. 그동안 발표
된 내용의 공통점은 이런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해 선교 동원
전략적 관점에 초점을 둔 논의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신학적,
선교학적 통찰을 다루는 글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 중에서 필
자는 그동안 연구 과정을 통해 만나고 함께 논의해 온 이 분야
의 선도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디아스포라 현상과 선교
바울 서신을 통해 볼 때 디아스포라 현상이 없었다면 당시
선교는 대단히 위축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초기에 자발적인 동
기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말타
와 로마에서도 지속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많은 경우에
자발적인 동기로 선교가 이루어짐에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일
어난 비자발적인 흩어짐을 통해 이루어진 선교에 대해서도 특
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 중 하나는 선교적 이동(missional migration)이 어떤 패
턴으로 바뀔 것인가이다.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
교 역사의 체험을 통해 기독교와 디아스포라 현상(혹은 흩어
짐)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디아스포라’ 현상과 관련한 주요 신학적 견해들
최근에 디아스포라와 이민의 주제로 많은 세미나, 포럼들
이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그중
지역별로 비중 있게 활동하는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
다. 중남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톨릭 신학자인 Daniel G.
Groody와 그의 동료 Peter C. Phan, 아시아 이민 신학을 중
심으로 활동하는 Enoch Wan과 Joy Tira, 그리고 아프리카 신
학의 관점에서, 선교학자인 Jehu C. Hanciles을 중심으로 한
견해들이다.
(6)

(1) Groody, Daniel G. & Gioacchino Campese, “A Promised
Land, A perilous Journey”, ed. (Notre Dame, Indiana, 2008) 재인용
(2) Jehu J. Hanciles said, “All the so-called world religions
achieved their status by virtue of migration and dispersion, none more
so than Christianity.” In his article, “Mission and Migration Megatrends”( ‘YES’, a CMS periodical, Trinity 2008)
(3) 이민자의 범주에는 migrant worker, asylum seeker, refugee,
international student, trafficked people, permanent immigrants 등이 포
함된다. 그리고 인구 이동에 근거하여 Peter C. Phan에 의하면( The Cambridge Survey of World Migration를 인용하여) 6가지의 이민 형태를 분류
한다. 즉 1) Internal versus intercontinental/international migration 2)
forced versus free migration, 3) settler versus labor migration 4) temporary versus permanent migration 5) illegal versus legal migration 6)
planned versus flight/refugee migration이다.
(4) 본 발제에서는 편의상 ‘디아스포라’라는 의미
(5) “The New People Next Door”, Lausanne Occasional Paper
No. 55,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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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Groody와 이민 신학
Groody는 university of Notre Dame의 부설 Center for
Latino Spirituality and Culture의 소장이며 최근 이민에 관
(6) 예를 들어 FIN 주최로 “Global Diaspora Missiology Consultation”이 2006년 11월 15~19일까지 캐나다의 Edmonton Taylor University
College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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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학적인 관점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였다.(7) 이 책은 특별
히 남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민과 관련한 이슈들을 많이 다
루고 있어 이 지역 이해에 도움이 된다. 본 발제에서는 위에 소
개된 책의 17개 기고문 중 본 주제에 도움되는 일부분과 지난
4월 CMS에서 발표한 ‘Mission and Migration’의 내용을 발
췌, 요약하기로 한다. 오늘 소개하는 Groody의 신학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일어나는 처절한 사선을
넘는 이민자들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8)
Groody에 의하면 이민 신학에는 3단계가 있는데, 첫째
Pastoral level: 이민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둘째 Spiritual
level: 이민자 자신이 이민에 대해 어떤 영적 관점을 가지고 있
는가?, 셋째 Theological level: 의의 두 가지를 통합한 전체적
인 그림으로서의 신학적 해석의 단계로 본다. 그리고 그는 4가
지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1)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에게도 같이 Imago Dei가 회복
되어야 한다. 2) 성육신 하신 말씀, Verbum Dei을 통한 화해
즉 한 몸의 연합, 용서가 이민 상황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예
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Missio Dei 가 누구에게나 차별 없
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하나님 나라의 비전, Visio Dei가 국경
의 차별 없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는 가톨릭 신학의 관점에서 특별히 이민을 성만찬 의식과
동일시하여 “성만찬의 구조와 이민의 과정 사이에는 중요한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 …떡을 떼는 행위와 이민자들의 육체
적인 찢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이민자들의 가
족을 위한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과 이민자들의 삶과 죽
음 등 성만찬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한편 성만찬도 이민
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보는 통찰을 제공한다.”(9)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Groody는 이민의 성만찬적 관점(Eucharistic
perspective of migration)과 성만찬의 이민적 관점(migratory perspective of the Eucharist)을 통해 그동안 왈가왈부
했던 이민의 문제가 이제는 정부들이 논의해온 사회, 경제적,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과 관련한 신학적
논의의 틀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만찬
의 의식(the liturgy of the Eucharist)은 모든 국가 간의 경계
를 초월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장이요, 이민자인 이방인의 눈
속에서 형제자매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는 장이 되어
야 함을 단언한다.(10)
(7) D. Groody & G. Campese (eds.), A Promised Land, A Perilous
journey-Theological Perspectives on Migration (Notre Dam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 2008). 공동 편집자인 G. Campese는 Scalabrini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의 신학 교수이다.
(8) 북미 이민자 중 반수 이상이 멕시코 이민자이고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 죽은 사람들이 월평균 15명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1994) DVD 영
상물 “Dying to Live”, a migrant’s journey 참조
(9) Ibid., p 301.
(10) Ibid., pp 312-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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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교부시대의 이민( Peter C. Phan의 view)
초대 교회의 이민에 관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부시
대의 이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한 통찰을 안겨준다. 베
트남 출신 신학자 Peter C. Phan은 그의 논문(11)에서 교부시
대의 이민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초대교회 그리
스도인들은 대규모의 이민을 경험했다. 둘째, 이 이동은 교회
의 선교활동과 맞물려 활성화되었다. 셋째, 이동의 이유는 종
교적, 정치적 박해이고 동시에 무역을 통한 이동이었다. 그리
고 더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전파이다. 넷째, 이 이동은 내부
적 이동과 외부적 이동이 동시에 일어났다. 다섯째, 다른 이동
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중심의 이동이다. 여섯째, 유대인들과 같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서 장기정착을 통한 역동적인 공동
체를 형성했다. 일곱째, 유대인들과 달리 아무런 기득권이 없
이 국외자로 취급되었다. 여덟째, 여타 이민자처럼 지역 문화
에 신속하게 적응했다. 아홉째, 동시에 그들은 특별히 종교적
인 실천에서 주위 사회와 일정한 간격을 두었다. 열 번째, 기독
교 디아스포라는 역사 속에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인구의 이
동 패턴이다.
또 Phan은 초대 교부 시대에 그리스도인에 대해 묘사한 익
명의 문건(12)의 분석을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의 현
상에 대한 신학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어디에 살던지 그곳의 국가, 언어, 관습에 온 힘을 다
해 동화되는 자들이다. 둘째, 이와 동시에 종교적 세계관과 도
덕성에서 새로운 사회와 일정한 간격을 둔다. 그러므로서 이
민 신학은 통전문화적(transcultural), 상황화 그리고 교차 문
화적임과 동시에 반 문화적(counter-cultural: Newbigin 의
견해이기도 한)이어야 한다. 그들의 정체성은 어느 곳에도 속
하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이해하며 더욱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이른바 ‘제 삼의 종족(third race)’이다. 셋째, 세상과 구별되
기 때문에 차별과 박해는 불가피하다. 넷째, 이민자들의 비폭
력성과 선행은 박해자들에게 증오와 불의를 극복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다섯째,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소망이 있
기 때문이다. 이 소망의 근거는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아니할 양
식”인데 이에 근거한 종말론(eschatology)이 이민 신학의 가
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여섯째, 이민(migration)은 교회의 항
구적인 모습이다. 교회의 일치, 보편성, 사도성과 같이 ‘이민
자의 삶(migrantness)’은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이다. 왜냐하
면,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의 이민자
들을 진실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 Peter C. Phan, Migration in the Patristic Era, History and
Theology, in A Promised Land, A perilous Journey (Notre Dam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 2008), pp 46-47
(12) Letter to Diognetus: 2~3세기에 익명의 보고자가 그리스도인들
의 특성에 대해 보고한 내용의 편지임. 영어 번역본은 Richardson의 Early
Christian Fathers의 213-22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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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ch Wan의 ‘디아스포라’ 선교학과 Joy Tira의 신학적
Framework
Enoch Wan은 ‘디아스포라 선교학(Diaspora Missiology)’
을 디아스포라를 현상적으로 접근하여 신학적 고찰을 통해 하
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로서
정의한다. 신구약에 나타난 이 디아스포라 현상 속에서 그는
흩어짐과 모임의 패턴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 나타난 일련의
사례들을 도표로 만들어 제시하였다.(13) 그리고 전통적 선교학
과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다음과 같이 정
리했다. (전통 선교학과 디아스포라 선교학 비교 표 참조: ??
페이지)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방법론은 다양한 교차 학문의 영역을
커버하는데 주요 영역은 문화인류학, 인구 통계학, 경제, 지리,
역사, 법률, 정치, 사회학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학문의
영역 외에 연구 주제로서 이민(migrant, immigrant), 종족 갈
등(ethnic conflict), 디아스포라의 현상연구, 세계화, 도시화,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디아스포
라 선교학의 방향성은 지역 디아스포라에서부터 출발해서 국
제 디아스포라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필리핀의 예) 디아
스포라 현상이 점점 고조됨에 따라 전통적 선교학과는 다른 관
점의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현상파악, 신학적 통찰, 그리고 선
교학적 적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위에서 언급한 Enoch Wan의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선교
학적 연구의 틀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학적인 고찰이
필요한데 이에 Joy Tira는 그의 논문에서 필리핀 신학자, Luis
Pantoja Jr.의 주장(14)과 Tereso Casino의 ‘글로벌 디아스포
라’의 신학 연구에 대한 발제문(15) 그리고 로잔 위원회에서 정
리한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신학적 조명과 세계선교에 미치
는 영향’(16)을 참조한 후 모든 디아스포라 현상의 중심에는 하
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파악하고 결론적으로 다음 몇 가지를 디
아스포라 신학의 중심 주제로 파악했다.(17)
첫째 주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창조주와 인간의 구원
자로서의 하나님. 그분은 인간 역사의 주권자로서 인간의 이
동에 간섭하신다(행 17:26-27). 또 인간에게 만물에 대한 청지
기 책무를 부여하고 거주의 자유를 통해 이를 감당하도록 하
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목적 있는 이민(디아스포
라)’의 신학적 모델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분은 지상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13) Enoch Wan, “Diaspora Missiology”, In Occasional Bulletin of
EMS, vol.20, no.2 (Spring 2007)
(14) Luis Pantoja Jr., “Formulating a Theology of the Filipino Diaspora,” 77-88
(15) Tereso Casino, “Global Diaspora: Basic Framework for theological construction,” Global Diaspora Missiology Consultation, Edmonton, AB, October 15-16, 2006.
(16) Lausanne Occasional Paper (LOP) No. 55 참조
(17) Sadiri Joy Tira, “Diaspora Missiology”, presented at the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Oxford, UK (April 1,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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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더 나아가 흩어진 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뿐만 아니
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선교의 시행자로서의 성령. 창조
의 역사 속에 참여하신 성령은 이스라엘의 형성과 교회 생성에
도 관여하시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속계획에 주도적인 역할
을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흩어지는 제자들
에게 지상명령의 완수를 위해 성령이 함께하신다. ( 마 28:20)
둘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적 사
명. 행 1:8절에 암시된 ‘교회의 이동성(mobility instinct)’은
선교적 목적과 결합하여 모든 경계를 넘어가며 우주적 교회는
모든 시대와 공간의 지역 교회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요
17:11-21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보면, 교회의 흩어짐이
예수께서 의도하시는 뜻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셋째 주제는 종말의 흩어진 자들의 연합(종말론: Eschatology). 이미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 있고 모든 그
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는 ‘목적을 가진 순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린양의 보좌
앞에 흩어진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된다. (계 7:9-10)
넷째 주제는 우주적 갈등과 영적 전쟁. 제자들이 복음 전파
를 위해 흩어질 때 예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
고(눅 9:1-2), 사도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주적 갈등과 영
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엡 6:12) 이민자 중
여자, 아이들이 인간 밀수와 섹스 산업 같은 곳에 악용되는 사
례는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디아스포라 상황의 그
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노출된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
장을 위해서는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
고히 믿고 동시에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훈련을 감당
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주제는 선교 메뉴얼로서의 성경. 성경은 세계 선교를
위한 최종적인 권위의 메뉴얼이다. 그 속에는 구원의 서정, 초
대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 그리고 사도적 사역 등이 포함
되어 있어서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신학과 선교학적인 고찰
은 오직 성경과 그의 원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역사와 선교적 의미( Jehu Hanciles
견해 중심)(18)
이 글의 모두에 Jehu Hanciles이 언급한바, 이민과 종교의
확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그는 더 나아가 현재의 이민 형태
가 앞으로 21세기에는 종교적인 활동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
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19) 사무엘 에스코바도 “오늘날 이민
의 모델(migration model)은 구체적으로 미래의 기독교 선교
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흐름임에도 제도적 선교계의 주목
(18) Jehu Hanciles, Migration and Mission: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the North-South Divide, in Mission in the 21st Century, Andrew Walla & Cathy Ross (eds.), (Darton, Longman and Todd, London
2008). 글을 참조바람.
(19) Ibid.,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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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지 시대의 선교 확장을 면밀하게 연구
한 Jehu Hanciles은 그 시대에 유럽인구와 비서구의 노동력의
대규모 이민의 이동이라는 큰 물결 속에 선교의 흐름이 편승했
다고 분석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그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 이
민(global migration)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게 되었
는데 특별히 식민주의는 국가 간 이동의 구조(transnational
structure 혹은 interstate system)를 구축하여 글로벌 이민
의 시대를 촉진하고, 더불어 유럽 제국주의의 해체는 비서구
의 해방된 인력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된 원
인으로 보았다.

서 신앙이 형성되었다. 결국, 종교 다원주의 상황 속에서 이런
적응력을 가진 기독 이민자들은 선교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세계화의 힘(특히 transnationalism)은 기독 이민
자들이 서구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선교적
역량을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서구사회의 도시 중심으
로 교회활동을 하며 이동성, 역동성, 변화의 측면에서 가장 전
략적인 지역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프리카 이민 목회자
들은 이민하지 않았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 사역의 방향
성과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혹은 ‘이민’ 신학/선교학 정립을 위한 구성 요소

Jehu Hanciles은 이런 디아스포라 현상(특히 아프리카)이
주는 선교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
였다.(21)
첫째, 유럽 이슬람에 대해 가장 중요한 대응세력은 세속화
나, 유럽의 기독교가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 지속
해서 유입되는 기독 이민자들이다. 그 이유는 많은 무슬림들이
접촉하게 되는 가장 생동감 있는 기독교의 형태는 비서구 이
민자들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역동적인 기독교의 성장 중심에서 나온 기독 이민자들
과 그들의 자녀는 대단히 복음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띤다. 자
신이 적응하는 국가의 사회들이 숫자와 영향력에서 기독의 위
세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민자가 자신을 “선교사”
라고 생각하게 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이민은 신앙의 타락으로 인도하기 쉬운 경
향이 있으나 자발적, 혹은 자발적 이민의 역동성은 종교의식이
나 종교적 헌신을 더 강화하거나 심지어는 개종의 가능성을 매
우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민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대
규모 개종현상은 이를 충분히 증명한다.
넷째, 아프리카 독립교회(AICs)들은 다른 기독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민 국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주변인으로서 대
우를 받는데 대부분 도시의 빈민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배적인 문화 속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AICs는 지역 교인
들에 의해 방치된 틈새들을 섬기고 있다.
다섯째, 새로 이민 온 회중들은 서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 다양성에 익숙하다. 1960년대 이후 대량 이민은 서
구사회의 얼굴을 바꾸었고 전무후무한 문화적, 종교적 다양
성을 촉발시켰다. 종교적 다양성은 서구인들에게는 매우 낯
선 경험인데 이런 도전들이 서구 교회들에 잘 인식되지 못하
지만, 기독 이민자들은 매일 그들은 다른 종교와의 교감 속에
(20) Samuel Escobar, A time for Mission, (2003)
(21) Jehu J. Hanciles, In the Shadow of the Elephant: Bishop
Crowther and African Missionary Movement, published as Crowther
Centre Monographs No.1 (Oxford 2008)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의 최근 흐름

지금까지 살펴본 디아스포라 현상과 관련한 신학적, 선교학
적 견해들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을 제
공하고 있다. Groody는 자신이 직접 참여자로서 멕시코 국경
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민 이슈에 대
해 깊은 신학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고, Wan과 Tira는 아시아
의 중요 그룹인 중국과 필리핀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트렌드를
분석하여 실천적인 디아스포라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
성했고 마지막으로 Hanciles는 자신의 출신지인 아프리카의
근대 이민 역사와 서구 제국주의와의 상관 관계 속에서 사회
학적 통찰을 통한 선교학적 의미를 도출하는 데 길잡이 역할
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세 부류의 주장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발견한 공
통적인 신학과 선교학의 주장들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혹은 이
민 신학/선교학 정립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디아스포라/이민 신학을 위한 핵심 요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다.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유수 사건
을 통해보면 하나님은 흩으시는 이유 이면에 인간의 구속을 위
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건을 주권을 가지고 끌어가심을 볼 수
있다. Groody는 이를 간결하게 Imago(이미지의 회복), Missio(구속사역), Visio Dei(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설명한 바
있다. 흩어진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할 때 그분은 우리를
노예의 굴레로 씌우시고 동시에 증인의 삶을 회복하도록 가르
치며 결국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런 의미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급진적인 흩어짐
(radical dislocation)’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신다.
둘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생생하
게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통해 분명한 ‘목적 지
향적인 이주’의 전형을 보여주셨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민의
문제를 사회, 경제, 정치적 이슈로 보지만 성만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전제로 한 모든 인간의 조건없는 연
합을 이루는 신학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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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민자(paroikoi)이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 적응하여 살면서
도 천국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른바 제 삼의 종족(the third race)이며 이들
은 자연스럽게 최후의 연합과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아니할 양식
에 소망을 둔 종말론적 신앙(eschatology)을 가진다.
넷째, 교회의 정체성이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교회
의 본질적인 모습은 교회의 유동성(mobility instinct-행 1:8)
과 이민자의 속성(migrantness)에 있다. 신학자 Phan은 이민
자의 속성을 가진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의 이민자들을 진실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다고 보았다. 진정한 교회는 전통에 기초한 재의 종교(성전
개념)가 아닌 예언자 전통에 서 있는 디아스포라 신앙 공동체
로 이해돼야 한다.
디아스포라/이민 선교학 관점들
1. 이민의 자발성과 더불어 비자발적인 동기로 선교가 일어
나고 있음에 주목하여 missional migration의 패턴이 앞으
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민의 현상은 미래 기독교의 선교방향을 제시하는 모델로서 중
요한 흐름이다.
2. 복음전파와 사회구원을 동시에 지향하는 총체적 선교
(Holistic mission), 다중 문화 속에서의 복음의 상황화, 사회
적 문화적 경계가 소실되는 탈지역화 (deterritorialization),
교차 학문적 관점(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세계화의
영향으로 경계 없는 선교의 영역, “성령을 따름” 전략, 그리고
선교의 대상은 항상 유동적이고 그 대상을 따라 이동하는 경
향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6. 이민교회들은 기존 지역교회들이 할 수 없는 틈새 사역
(도시빈민 등)을 수행하며 종교다원주의에 친숙한 경향을 드
러내어 이런 적응력을 가지고 선교에서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
할 잠재력이 있다.
7. 이민자들은 (특히 기독교 지도자) 이동성, 역동성, 변화의
측면에서 가장 전략적인 도시중심의 사역을 전개하므로 범세
계적인 선교의 역량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메가처치 교회지도자의 경우)

결론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해 최근에 논의된 다양한 견
해를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은 이 시대 기독인으로 사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 신학적인 이해와 더불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흩으심’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심을 깨닫게 된다.
이 주제는 현재도 진행 중인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지속해서 조명되고 좀 더 전문적이고 진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이민 자 중에 어느 민족 못지않은 복음
적 역동성을 가진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의 잠재력을 끌어모아
세계 선교의 메인 흐름에 합류하도록 본 주제의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3. 디아스포라 선교운동의 방향성은 지역/종족별로 시작되
어 국제적 연대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 디아스포라 현상을 보면 먼저 지역별로 공감대를
구축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이룬 후 각 지역의 대표들이 흩
어진 종족 전체를 어우르는 연합기구를 만드는 과정의 절차를
보인다.-대표적인 예로 필리핀 FIN 경우)
4. 이민은 세계화 때문에 transnational migration과 network-driven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SouthNorth의 이동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동을 촉진하며, 정착지에
서 교회 중심적, 성육신적 증인의 삶, 규모에 있어 가정교회, 자
비량 사역 등 과거 제국시대의 교회가 아닌 신약시대의 모형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비서구 기독교의 성장도 이민을
촉진하게 하는 한 요인이다.
5. 유럽 이슬람 팽창에 대한 대응세력으로서 외부에서 유입
되는 기독 이민자들을 지목하는 데 이들은 후기 기독사회로
진입한 서구에 대해 스스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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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파트너십

이슬람 파트너십 2차 컨설테이션 보고
정마태, 이슬람 파트너십 코디네이터, Interserve Korea

배경
2012년 11월 13~16일에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슬람 파
트너십의 제2차 컨설테이션이 열렸다. 작년 11월 14~18일에 부
산 수영로 교회의 엘레브 선교회 본부에서 모인 1차 컨설테이
션에서는 이슬람의 글로벌 트랜드, 이슬람권 필드이슈, 그리고
한국교회의 무슬림에 관련된 문제와 현실을 다각적으로 다루
었다. 이번 2차 컨설테이션에는 한국 교회가 아래 두 가지 목
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함을 절감하여 모이게 되었다.
즉, 이번에 상황화나, 인사이더 운동 등을 다루는 일은 우선순
위로 보아서 적절치 않고, 또 양극화가 가중되기 쉽다고 보았
다. 그러므로 차라리 실제적인 당면 과제를 다룸으로써 무슬
림 사역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무슬림 선교가 더 활성
화되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이번에는 아래와 같은 방
향으로 정했다.
1. 지교회 섬기기-이슬람을 균형 있게 이해하여 건강한 무슬
림 선교를 하도록
2. 선교사 섬기기-건강한 무슬림 전도와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이 일어나도록
이 지면을 통해서 이번 컨설테이션을 위해 기도와 물질과 봉
사로 섬겨 주신 여러 귀한 교회들과 단체들과 개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경과와 결과
이미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즉, 1. 지
교회를 섬기는 일과 2. 현장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아
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1. 지교회 섬기기-이슬람을 균형 있게 이해하여 건강한 무슬
림 선교를 하도록
2차 컨설테이션을 준비하는 동안 실행위원들은 이슬람에 대
한 건강하고도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지교회를 섬기려면 섬
길 내용이 있어야 함을 절감했다. 그래서 지교회에서 일반 성
도들이 이슬람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선정하여 가장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서 지교회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 첫걸음으로 엄 교수
(한국), 이 안드레 (인도네시아), 임 스데반(태국), 정 마태(파키
스탄)가 초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미리 초안을
보내어 읽고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컨설테이션 당일에 전체
내용을 간략히 엄 교수가 발제한 후, 해당 질문에 따라서 10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시간 반을 의논하고 각각의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전체 모임에서 의견을 받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슬람 파트너십 2차 컨설테이션 보고

참여자들의 귀한 의견을 청취하여 한 단계 높은 답변을 준비
하고 복음주의 입장에서 정리된 답변을 공유함으로써 한국 교
회에 이바지하기 위함이었다. 그 10가지 질문은 아래와 같다.
①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가?
② 꾸란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③ 무슬림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가? 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그들 구원관을 고
려하여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는가?
④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⑤ 무슬림들은 왜 이슬람에 헌신적이며, 이슬람이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⑥ 이슬람의 얼굴은 하나인가? 다양한가?’ 얼마나 다양한가?
⑦ 이슬람은 폭력적이라 알려졌는데 이는 정당한 평가인가?
⑧ 이슬람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까? 예) 금식월(라마단), 하
루 5번 기도하는 것, 돼지고기 안 먹는 이유 등등
⑨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무엇인가?
⑩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국내의 무슬림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결과: 참가자들이 10개 질문에 따라서 해당하는 소그룹에서
큰 관심을 두고 진지하게 토의에 참여하는 모습에 매우 격려
되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제안들과 도전들과 피드백을 참여
자들로부터 받은 것도 매우 고무적이었다. 질문의 제목을 바꾸
어서 다시 쓰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면 7번째 질문
인 ‘이슬람은 폭력적이라 알려졌는데 이는 정당한 평가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이슬람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질문
이므로 ‘무슬림들은 폭력을 정당화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
꾸어서 쓰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실행위원들은 답변의 초
안을 작성한 네 명에게 이런 모든 피드백을 고려하여 초안을
수정 보완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공람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판을 만들어서 출판하여 한국 교회
를 섬기도록 하였다.
2. 선교사 섬기기-건강한 무슬림 전도와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이 일어나도록
현장에서의 무슬림 선교를 위하여 1) 씨뿌리기(무슬림 전도)
와 2) 물주기(무슬림 회심자 제자양육과 교회개척)로 구분하
여 논의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2007년 태국에서 모인 전 세
계 무슬림 사역자들의 컨설테이션의 결과로 만들어진 “From
Seed To Fruit “책 내용 중에서 ‘씨 뿌리기’와 ‘물주기’에 해
당하는 8-10과를 미리 읽도록 우리말로 번역하여 보냈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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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를 위하여 8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와 9
과(씨 뿌리는 복음증거)를, 그리고 ‘물주기’를 위하여 10과(물
주는 제자화)를 보냈다. 그리고 ‘씨 뿌리기’를 위하여 한국 발
제자로서는 손 선생이, ‘물주기’를 위하여 주 바나바가 한국
적 입장에서 발제하기로 하고, 발제자의 글을 미리 모든 참여
자에게 보내어 읽고 오게 하였다. 그리고 각각 충분히 발제하
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세계적 관점을 지닌 “From Seed To
Fruit”의 내용과 한국 발제자의 실천적 내용을 종합하여 토론
하고 한국적 사역의 장단점과 무슬림 사역의 미래지향적인 한
국적 대안을 도출하게 하였다. 소그룹 토론도 아주 활발하였
고, 전체 피드백도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관점
의 글이 큰 그림을 보여주었고, 발제자들은 한국적인 특성들
을 잘 드러내 주었다.
결과: “From Seed To Fruit “책 내용 중에서 “Pre-Discipling”이란 개념을 발견한 것은 큰 위로가 되었다. 즉, 예수님
을 믿은 후에 제자 양육을 한다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
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무슬림들이 사역자들과 만나며 삶을
지켜 보고 경험하는 자체가 제자양육 과정의 일부임이 확인되
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임을 확신
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보며 경험한 것이 Pre-Discipling 단계
라는 점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한국 사역자들을 통해서 현
장에서 열매를 맺어 검증된 몇 가지 중요한 무슬림 사역의 원
리가 드러났다. 이는 “From Seed To Fruit “책에서 강조되지
않았으며, 한국사역자들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아시아적으로
사역함으로써 확인된 원리들이었다.
1) ‘함께함’의 중요성-현지 무슬림들과 같이 살며 삶을 공유
하는 삶
2) ‘나눔’의 중요성-현지 무슬림들과 음식을 먹으며, 기쁨과
슬픔(결혼과 장례 등)을 나누는 것
3) ‘Being’의 중요성-전략적 방법론으로서 ‘Doing’보다는
‘Being’의 인격적 존재로서 마음을 나눈 것, 즉 현지인들과 자
신의 내면을 나누는 일
4) ‘죄의 고백과 회복’의 중요성’-책망과 치리를 위해 성령님
을 의지하고 더 깊은 은혜로 함께 들어가는 일
5) ‘성령의 인도 하심과 기도의 중요성’-자기의 생각과 계획
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현지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배우고 자라가는 일
발제자들이 터키와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한 분들이어서, 중
동이나 인도반도나 동아시아의 무슬림 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다른 무슬림 나라에서 온 참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5가지의 원리에서는 모두 동의
하였다. 무슬림 사역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원리들은 한국 사
역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사역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
는 문화적 장점이 있는 것으로 동의하였고, 무슬림권 한국 사
역자들과 한국 교회가 이런 원리들을 더 강조하여 무슬림 사
역을 해 가도록 권장하기로 하였고 우리 참석자들이 모두 크
게 격려를 받았다.

매일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다. 첫째 날 아침은 우
이감리교회 김진홍 목사, 둘째 날 아침은 GO의 주 누가, 셋째
날 아침은 김동성 선교사가 나누었다. 매 저녁은 경배와 찬양
과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첫날에 김학유 교
수(합동 신학 대학원)를 시작으로 하여, 매일 저녁에 귀한 선
교사들의 간증과 아픈 내용이 나누어졌다. 특히 북인도의 무
슬림 상황을 들으며 우리 모두 북인도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
하여 일꾼들을 부르시는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리고 그곳으로 일꾼들을 보내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선교
단체들이 있었다.
결과: 경배와 찬양과 중보 기도 시간에는 성령님의 역사 하
심이 분명하였다. 자신들의 죄와 완악함, 무능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슬림들을 향하신 그분
의 긍휼 하심도 다시 맛보았다. 우리 모두의 질그릇이 깨지면
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 그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향기
가 그 장소를 가득 채웠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성령님의 격
려로 승화되었다.
4. 컨설테이션 참석자 구성
2차 컨설테이션의 목적에 따라 선교단체, 지교회, 현지 선
교사들, 교수들을 초대하였다. 총 57명이 참석하였다. 1차 모
임에 37명이 모인 것에 비하면 154%가 참석률이 증가한 셈이
다. 그 중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한 분들이 50명이고 부분적으
로 참석한 분은 7명이었다. 또한, 22명의 현장 선교사들, 21명
의 선교 단체 대표들과 사무실 간사들, 7명의 지교회 선교 담
당자들이 참여했다. (참석 단체는 28개였고, 그중에서 7 지교
회, 16개 선교 단체, 2개 교단 선교부, 2개 신학교, 1개 연구소
가 참여했다.)

나가는 말
참여자 모두는 마지막 날 유경식 목사가 인도하는 성만찬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그 자리를 떠나
게 되었다.
1)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리라, 성령님께 매여 우리는 달려
가리라. (행20:22)
2) 우리를 제물로 온전히 바쳐서 달리자. 그분의 소유가 되
어서 달리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롬 6:12-14)
3) ‘나의 달려갈 길’만 아니라, ‘우리의 달려갈 길’을 함께 달
리자 (행 20:36-38)
4)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과 권능과 영광으로 채우시
며, 또 그분이 다스리시니 그분만 믿고 달리자
5) 끝까지 달려가리라.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전심전
력하여 달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리라. (딤후 4:7-8)
2013년에는 어떤 주제로 이슬람 파트너십의 3차 컨설테이
션이 열리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실행위원
들은 기도하고 있다. 2013년 3차 컨설테이션에서 그분이 하실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또 기대한다.

3. 아침 예배와 저녁 찬양과 경배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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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뜨네 서울대회

한국선교의 미전도종족 선교의 전략적 방향
-2012년 에뜨네 서울대회 이후이현수, 프런티어스 코리아 대표

에뜨네 운동 소개
지난 수년 동안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가 협력과 연합의
정신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났지만, 아직도 세계인구의 27%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
가고 있다. 이러한 불공평을 해결하고자 2000년 이후 많은 노
력이 진행됐다. 또한, 꺼져가는 미전도종족에 대한 연합사역을
다시 일으키고자 여러 노력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에뜨네 운
동이다. 로잔, AD 2000 Movement, 2001 Great Commission Roundtable, Singapore 02를 토대로 계승 발전된 미전
도종족 운동이고 로잔과 WEA에 의해서 공식적인 미전도종족
네트워크로 인정받고 있다. 2006년 이후 동남아를 위한 2006
년 발리 대회, 그리고 남미를 위한 2009년 보고타대회, 그리
고 지난해 서울에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분당에 있는 할
렐루야 교회에서 3차 에뜨네 서울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참
석자 130명, 외국참석자 220명이 세계 57개국에서 참석하여
미전도종족선교를 위한 열띤 토론과 참여가 있었던 대회였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식었던 미
전도종족 전략선교를 불붙이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대하셨다
고 본다.

2012년 에뜨네 서울대회의 특징
에뜨네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세계가 급속도로 변하
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두 번의 대회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1) 그러나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에베소 비전
(2)
으로 명명된 새로운 총체적이고 집중된 사역을 추구하게 되
었다. 다소간의 혼동을 일으킨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교
회가 없거나 교회개척 운동(3)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갖고 임
한 대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 비전을 통한 미전도종족 접근
아직도 복음의 접근이 쉽지 않거나 차단된 지역을 선정해
서 그곳에 거주하는 종족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1) 다양한 주제와 트랙으로 함께 미전도종족 운동을 생각했다. 1. 기도
트랙 2. 교회개척 트랙 3. 위기대응트랙 4. 멤버케어트랙 5. 학생선교운동트랙
6. 민속예술트랙
(2)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사도행전 19:10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
나기를 소망하는 비전이다.
(3) 교회개척운동은 선교한국파트너스와 함께 지난해에 David Watson 선교사를 초청해서 일주일간 강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선교
한국파트너스에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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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문화, 같은 지역, 언어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종족집단
(people group cluster)을 나누었다. 그러한 종족집단의 선정
은 복음의 긴급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종족집단 그
룹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종족집단그룹

세부종족집단들

1

아랍세계

아랍종족, 베두윈(83 UPGs)

2

아프리카의 뿔

베자, 소말리(32 UPGs)

3

사하라 남부

풀라니, 하우사(72 UPGs)

4

아시아

5

말레이

6

티벳/히말라야

7

터키권

8

페르시아

벵갈리,
자트,
우르드(97
UPGs)
아체, 람풍, 메라유, 미낭카
바우, 무시, 오간, 파세마(53
UPGs)
티벳, 남히말리야(170 UPGs)
아제리, 카작 키르키즈, 터어키
(253 UPGs)
아이막, 발룩, 쿠르드, 루리-박
티아리, 누리슨탄, 파쉬툰, 페르
시아, 탈리쉬, 타직, 파르시

이러한 종족집단그룹 중에서 가장 소외된 미전도종족을 우
선 순위화하는 작업을 권역별로 모였을 때 각 단체와 현지에
서 온 사역자들이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연합적이고 재생산되는 교회개척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주요의제로 토의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전세계운
동을 확산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권역별 모
임 안에 있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권역으로 나누기보다는 사역주제별로 나누었지
만, 이제는 ‘에베소 비전’을 중심으로 아직 복음의 돌파가 필
요한 지역의 우선 순위화하고 함께 그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에뜨네 서울대회의 백미가 아닌가 생
각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지만 그래도 복음의 남은 과업
에 ‘에뜨네’ 운동이 몇 발자국 더 간 것 같아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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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업(remaining
prayer)

task)과

기도사역(intercessory

이번 서울대회는 각 세션-전체와 분과-에서 기도가 강조되
었다. 지난 세 번의 대회를 거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에뜨
네 운동을 이끄는 것은 이와 같은 강력한 기도와 현장이 함께
간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 동안 중보기도자들이 열국의 방
언으로 기도를 뒤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참석자에게 도
전되고 고무적이라 사실이다. 한국의 순회선교단에 속한 중보
기도단들이 큰 힘이 되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되어 한국
기도의 저력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각국에서 이 모임에 대표
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온 30
여 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각 세션은 지역의 사역자들이 전
체 앞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복음의 진보와 기도의 제목을 나
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기도를 인도하는 사
람이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뜨거운 눈
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를 중
심으로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놀
라운 사실을 들으며 더 많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복
음의 돌파가 더 절실한 아라비아반도에서는 간절한 기도를 드
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교회와 사역자의 미전도종족사역
이번 대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한국선교사가 실
제로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진행을 영어/한국어로 순차 통역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도 한국사역자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쉽
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발제자와 통역의 하나됨으로
모든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다.
말씀에 대한 도전
첫날 개회식 저녁은 삼광교회 성남용목사께서 교회가 해야
할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서 깊은 도전을 주셨다. 말씀을 나누
며 앞으로 복음의 돌파를 경험해야 할 많은 미전도종족을 향
한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깊이 나누어주셨다. 그
리고 수요예배는 모든 에뜨네 대회 참여자들과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었고,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께서
전해주셨다. 사도행전으로 교회가 어떤 선교적 방향을 추구해
야 하는지 큰 도전을 주셨다.
한국선교사례들
페르시아권과 터키권의 사역보고를 통해서 아직도 완전히
한국사역자들의 사역을 소개할 수 없었지만, 대표로 나오셔서
발제하신 허드슨 선교사와 손긍휼선교사을 통해서 한국선교
가 복음의 돌파가 필요한 지역에 교회개척의 발판을 놓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시간이었다.

한국선교의 미전도종족 선교의 전략적 방향

통역의 의미
참석하는 150여 명의 한국참석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경우 이해하신다고 해도 참여
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또한, 지역교회 선교책임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기에 동시통역가를 확보해서 동시통역으로 하려고 계
획했었다. 그러나 에뜨네 국제리더십의 형제자매들이 무대에
서 순차 통역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격려에 동시통역보다 무
대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례로 영어와 한국으로 통역하는 방법
을 결정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런 국제대회에서 그런 통역방식
을 결정한 것은 아마도 에뜨네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만큼 에뜨네 운동에서 대회를 주최하는 나라는 중요하다는 것
을 방증해주는 사실이다.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
만 모든 이, 즉 서구와 비서구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협력해
서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믿는다.

대회 이후 한국선교의 미전도종족선교 전략
2013년 에뜨네 서울대회는 한국교회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남겼느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2년의 세월을 통해서 심
혈을 다해 준비했던 모임이었고, 주관단체였던 KWMA에서도
좋은 대회를 위해서 사무총장인 한정국선교사와 모든 스텝이
온 힘을 다했다. 분명 이번 대회를 통해서 크게 드러나지는 않
지만 차분하고 잔잔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믿는다.
종족집단그룹을 통한 한국선교의 협력을 극대화
이번 에베소 비전을 통해서 여러 영역에서 활발하게 한국사
역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터키권, 동남아시아권에서 여러
사역자가 함께 비한국권사역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
게 그 지역의 남은 과업을 성취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수 있었
다. 한국사역자들도 같이 함께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비한국사역자들과도 협력의 발판을 놓
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와서 하나님께
서는 교회개척운동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그의 사람들에게 주
고 계신다. 20세기 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이제까지
해온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지에 대
한 조그만 힌트를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개척운동이다.
이 일은 제3세계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프리카와 인도가
그 핵심에 있다. 이제까지 복음이 느렸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교회개척운동이 한국사역
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길 소망하는 시간이기
도 했다. 아직 이러한 협력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 많다. 인도지
역의 벵갈리, 아프리카의 풀라니,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힌
두 중심의 히말라야는 아직도 많은 사역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
라 들어가 있는 사역단체들도 협력해야 하는 큰 도전이 있다.
대회 중간에 여러 한국사역자가 필자에게 앞으로 주제별로
사역단체가 모일 수도 있겠지만, 종족집단그룹으로 전략적 회
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던져왔다. 이것이다. 바로 우리
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한 종족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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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하는 일은 한 단체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종
족집단그룹(people group cluster)은 여러 단체가 협력하고
동역하지 않으면 현지교회가 일어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교
회개척운동을 기대할 수 없다. 반드시 아직 복음의 돌파가 없
는 종족집단그룹에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협
력하고 동역해야 한다.
현장사역에서의 적극적인 협력
이미 현장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속한 단체
의 사역자가 이미 필드에서 에뜨네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과 협
력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
다. 에뜨네가 매개가 되어서 이미 필드에서 서구, 비서구, 현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곳 미전도종족그룹들에게 어떻게 협
력해서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현
장에서 더 일어나야 한다. 에뜨네 운동도 계속 복음의 돌파가
더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내고, 그들 가운데 처음부터 협력을
중심으로 모이는 단체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에
베소비전모임에서 사역할 사람들을 계속 발굴하고 섬겨야 할
것이다. 또한, 에베소 비전을 가진 사역자모임에서 이러한 일
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을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팀들이 사역을 원활하게 하려고
많은 자원을 발굴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트워크하고, 자금을 모금하고, 사람을 찾고, 더욱더 나아가 끊
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차 몽골교회가 미전도종족선교의 비전을 갖고자 노력하게 되
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그 교재가 곧 출간될 예정이고 중국
교회가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미전도종족개념이
동북아 삼국에 활발하게 선교의 전략적 이슈로 논의될 때 하나
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셨던 것처럼 중국교회와 몽골교회를 쓰
시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는 서로 겸손하게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
까 한다. 한국선교가 크게 질과 양에서 신장하였다고 하나 세
계선교는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미전
도종족선교는 같이 하지 않으면 완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해왔
던 미전도종족선교의 성과와 실수를 배운다면 더 많은 시너지
가 일어나리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동북
아 삼국의 교회들을 도전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도한다.

나가는 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곳이 많다. 이 일을 마무
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1세기 다시 에뜨네를 사용하고
계신다. 선교는 누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
만 갖고 계신다. 서로 주어진 환경과 자원, 은사를 가지고 협
력하며 섬긴다면 남은 과업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한국교회
가 에뜨네와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세계선교의 가교역
할을 했으면 한다.

한국사역자들은 현장에서 더욱더 시너지가 일어나는 모임
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선교는 교제중심의 현장모
임을 가져왔다. 물론 각 단체에서는 전략적 모임을 현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안다. 그러나 모든 단체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전략적 돌파를 모색하는 모임은 계기도 없었을 뿐 아
니라 엄두도 못 냈던 것이 사실이다.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슬람파트너십에서도 이러한 돌파가 필요한 무슬림지
역의 사역자들과 함께 컨설팅하는 전략모임을 모색하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고 믿는다. 사헬지역, 북아프리
카 중동지역, 파키스탄, 북인도지역, 티베트지역, 동남아시아
수마트라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이 숫자가 적지만 이런 협력사
역과 더 많은 사역을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주도적인 종
(proactive servant)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한국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와 끈기로 교회개척운
동의 돌파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동북아미전도 종족연대를 기대한다.
이번 서울대회에는 비록 일본의 대표자들은 참석하지 못했
지만, 몽골에서 9명, 중국에서 2명이 참석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사역자들은 100명 이상 참석했지만, 에뜨네를 계기로 동
북아에 있는 몽골, 중국, 일본, 한국을 엮어서 미전도종족선교
를 함께했으면 한다. 여러 지도자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왔
다. 이번 에뜨네에서 몽골대표들은 퍼스펙티브스의 저자인 스
티브 호돈(Steve Hawthorne)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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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메이커포럼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의 목표와 평가
박경남, WEC 한국 대표

이번 2013 텐트메이커포럼(2013.1.10~12)의 주제는 전문
인/텐트메이커 선교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 목표 성
취를 위한 동원 방향과 어떤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될 수 있
는가 하는 것을 발제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모두 9명이 발제와 사례 발표를 맡아 진지한 토론과
방향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포럼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주제발제: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의 목표는 제자공동체 개
척이다.
I. 들어가는 말
21세기 전방개척지역(창의적 접근지역)의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교사 비자나 종교 비자로의 진입이 어렵고, 선교
지에서의 정체성 문제가 비단 비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지인
에게 비쳐지는 총체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기에
통합적 선교 모델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상 생
활과 직결되어 있는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는 이 시대에 반
드시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는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직접적인 전도와 양육 그리고 교회개척과는 배치되는 개념으
로 이해되거나 그 보조적인 방편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왔
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를 담당하는 이들조
차도 직접적인 복음의 선포는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거
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은 ‘나는 2등 선교사’라는 자
기 인식을 갖고 괴로워하다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역할로 탈
바꿈하는 것을 모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가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이원론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과연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와 교회개척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총체적 제자로
서의 삶의 관점에서 목표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II. 용어정의(1)
1.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
: 전문직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직업이든지
직업을 가지고 타문화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로서
의 삶의 방식을 말하며, 자비량/비자비량은 구분하지 않는다.
2. 제자공동체 개척(형성)
1) 제자공동체
: ‘교회’ 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주 후 4세기 이후 나타
(1)
용어정의 - 각각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와 신학적 담론이 있겠으나,
필자가 이 소고에서 사용한 의미로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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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제도적이며 구조화 된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국
내에 존재하는 지역교회 형태의 모습과 구분하기 위해 ‘제자
공동체 개척(형성)’이라는 표현을 도입하였다. 이는 하나님 아
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공
동체(2)로 부르심을 받은 영적 가족으로서 궁극적이며 본질적
인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공
동체를 말한다.
2) 개척
: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그 속성은 자
생적이고 토착적인 것(3)이다. 개인 전도와 제자화라는 일대일
관계를 넘어서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서 몸을 세우는 것이 목
표임을 의미한다.
III.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제자공동체 형성
1.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특징 - 천국 복음의 선포와
제자들을 부르심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
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이었다(마4:23). 예수 그리스도는 이
스라엘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중에 특별히
자신을 따르라고 개인적 초청을 통한 부르심을 주셨으며, 그
에 대하여 반응한 이들을 사역에 동참시키셨다.(마4:18이하,
마9:9, 요1:43~47 등). 특히, 그 중에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삼
으시고 공생애 기간 동안 훈련하고 파송하는 (마28:18~20) 사
역이 핵심 사역이었다(4).
2. 제자공동체로서의 부르심 - 성취 방법으로서의 존재
그런데, 이 사역은 개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공동체적 접
근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과 공
생애 기간 동안에 공동체적 삶을 사셨고, 공동체에 대한 강조
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로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잘 나타나있다. 하나되는 제자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는 약
속의 말씀(요17:21)이며, 바로 그 공동체에게 부르심의 최후 지
향점으로 그리스도의 대위임령(마28:18~20)이 주어졌음을 우
리는 기억해야 한다.
3. 사도행전에서의 실현 - 성령님의 임재로 실현된 부르심
이것은 사도행전 1장8절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약120명
(2) 레슬리 뉴비긴, ‘교회란 무엇인가?’, IVP, 초판, p151, 2010
(3) 자생적, 토착적의 개념은 ‘퍼스텍티브스’를 참조. 랄프윈터 등, 퍼
스펙티브스, 예수전도단, 4판 2권, p241, 2010
(4)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재인용. 원전 Stig Hanson, ‘The Unity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Stockholm: Almqvist and Wiksells,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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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기도한 것에서도 발
견할 수 있으며,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었
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말씀의 성취로서 이룩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다는 점이며(행2:41), 그 공동체는 요
17장이 성취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
음을 선포하였다(행2:43~47). 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난 가운
데서도 공동체는 계속해서 서로를 지지하며 믿음을 계속 지켜
갈 수 있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아래와 같은 스펙트럼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마28:18~20의 대위임령의 성취는 예
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제자공동체가 땅끝까지 모든 종
족에 세워지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1. 제자화 및 제자공동체의 형성과 방향성
1. 제자로서의 개인적인 부르심과 반응

2. 성령의 임재와 제자공동체 형성

자기문화

3. 공동체적 삶을 통한 그리스도의 증인됨

4. 모든 종족/땅끝까지 제자공동체 형성

타문화

문인/텐트메이커 선교에서도 직업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
냐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과 영향력
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문인/텐트메
이커 선교의 목표는 제자도의 목적과 직결된 다고 할 수 있다.
2. 제자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목적이 있는 부르
심이었다. 눅5:10과 마4:19절에서 어부들을 부르신 사건은 그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누가는 다른 사람을
취하는 일로 기록)’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의 궁극적인 방향은 그림1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
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마28:19~20)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제이기
에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제자로서의 부
르심이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것이며, 그 방향
성은 땅 끝의 모든 민족에게로 정해져 있고, 내용은 세례를 베
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통합적인 삶의 전
파에 있으며, 이 사역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
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적 차원의 제자 삼음
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공동체적 사명이었기에 결국 한 공
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
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소아시아와 유럽에 생겨난 수많은 그리
스도인 공동체는 이런 제자도의 속성을 반증한다.
V. 신약에 나타난 제자의 삶 - 궁극적인 소명을 가진 자로서
직업인이며 교회개척자

		
IV. 전문인/텐트메이커로서의 삶과 제자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전문인/텐트메이커로서는 과연 제자
공동체 형성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인가?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이 소명이며 복음’이라는 칼빈의
표현대로 ‘우리가 타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직
업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선교적 삶을 온전히 살아냈다는 추
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
으로 공동체개척에 대한 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것인가?’
고찰하여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명(부르심)과 직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1. 소명과 직업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소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
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5)
라고 정의하면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일
차적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이며, 직업은
이것을 표현하는 삶의 자리라고 표현했다. 이런 맥락에서 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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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기니스, ‘소명’, p21, IVP, 2판, 2006

신약에 나타난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특
별한 소명을 받아 종교적인 전문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
았다는 점이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은 특별한 부르심의 측면이라기 보다는 제자로서의 출발로서
의 성격이었고, 그 방향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들(행9:15)이었을 뿐이지 어떤 종교 전문가로서는 아니었다.
행8장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지속해 나
갔던 사람들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제자로서 살며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안디옥 교회이다. 뿐만 아니라 로
마서 16장에 언급된 긴 동역자의 명단은 제자들이 흩어져 이룬
것이 바로 공동체임을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리스길라
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4절), 아리스불로의 권속(10절),
나깃수의 가족(11절), 아순그리도와 형제들(14절), 빌롤로고와
모든 성도(15절)들은 바로 가정을 근거로 존재했던 제자 공동
체에 대한 문안이었음을 보여 준다.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밤낮
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살전2:9)고
증언한다. 실제로 그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
께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행18:3). 그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메시지와 동기를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일했고, 자신은 로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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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으로 상류시민이었으나 대부분의 전도 대상자인 낮은 계층
의 사람들과 동일시하려고 일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서 본을 보이고자 했다. 다시 말해 회심하는 즉시로 사회적 영
향력을 유지하면서도 무보수 전도자로서 일하였던 것이다.(6)
이런 사도바울의 태도는 당신 노동을 천시하는 문화와 웅변
을 통해 돈을 버는 사회적 풍습을 과감히 거부하고 노동을 통
한 메시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노력의 일
환이었고, 지속적으로 일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복
음의 접촉점을 유지하고 운동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공동체
개척을 더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자공동
체 개척에 대한 신약 성경의 흐름은 ‘크리스천 직업인인가?’, ‘
직업이 없는 크리스천 사역자인가?’ 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
인 삶의 모습을 가진 제자로서 그 부르심의 지향점이 ‘제자 공
동체를 형성’을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 진정성 있는 직업과 삶
을 가졌는가 하는 점이었다고 하겠다.
실제로 18세기 모라비안 교회의 선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모
델로 선교지로 떠났다. 도자기공 ‘레너드 도버’와 목수 ‘데이비
드 니취만’이 서인도제도 선교를 위해 떠난 것을 시작으로 수
많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제자들이 선교지로 떠났고, ‘모나테’
가 식민지에서 석공으로 일하며 ‘카피르족’을 회심시킨 일은
우리에게 성육신적인 통합적 제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준다(7). 이들은 타문화권에서 직업을 통해 현지인들과 동
일시하는 삶을 기초로 선교의 목표를 제자삼고 공동체를 형성
하는데 둘 때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VI. 21세기 선교적 상황과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8)
선교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포, 섬김,
존재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진 메신저로서 존재하게 된다. 케
이프타운 언약에서도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행함
으로써 복음의 총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중요
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전문인 선교는 위의 세가지 영
역 중에서 섬김과 존재가 강조되는 모델에 주로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선교지 중에 미전도 종족으로 대표
되는 전방의 상황은 아주 특별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포적 측면의 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나 힌두처럼 융합된 형태의 문화적, 종
교적 상황은 내부자로서의 자리매김이 없는 외부자의 메시지
에 매우 배타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자로서 사회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이 바로 직업이다.

(6)
루스 시멘스의 기고에서 요약 발췌. 퍼스펙티브스 4판 2권
479~481, 예수전도단, 2010
(7)
콜린 그랜트, 유럽의 모라비안 교도들: 선교적 교회의 개척자들,
EMQ 12:4, 1976
(8) 이 모델은 필자의 KMQ 186호의 기고 글 ‘향후 중동/북아프리카
선교 전략의 중요성’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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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우도 선교지에서 직업을 토대로 현지 사회의 구성
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존재와 섬
김을 다하는 통합적 삶의 나눔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을 경험할 수 있었다. 실제로 비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40시간 이상 일함으로 존재론적인(비자 요건 충족) 통합을 시
도했고, 무보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일상에서 구현하며 섬
김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우리가 전했던
메시지의 진실성의 주춧돌이 되어 공동체 형성까지 갈 수 있
었다고 생각한다.
VII.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와 공동체 형성의 다섯 단계
위의 세 가지 측면은 선교지에서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나
타날 수 있다 (꼭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동시 다발
적으로 일어나거나 구분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1,2단계는 혼
재할 가능성이 많다).
[표1. 공동체 형성의 다섯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존재

섬김

제자화

공동체형성

지역교회

Being

serving

Proclaiming

Disciple’s Community

Local church

빛과 소금
(직업인)
빛과 소금과 선한 행실로

목표로 하지만 선교지 상황에 의해

보기 원하지만 성령께서

아직 성취할 수 없는 영역

선교지에서 역사 하실 때

아직 성취할 수 없는 영역

가능한 영역

빛과 소금과 선한 행실 및 복음전도와 제자화 아직 성취할 수 없는 영역
빛과 소금과 선한 행실 및 복음전도와 제자화된 지체들의 공동체 형성

이런 단계별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21세기 선교지는 현지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특수성에 따라서 존재와 섬김과 선포
의 세 가지 측면의 제한적 실행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4단계인 공동체 형성을 최후 목표로
설정하고 사역하되 실제 각 단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과 기도를
통해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적 성취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멤버케어와 선교의 노하우 공유 및 팀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직업을 가진 개인으로서 전문인/텐트
메이커 선교를 고집한다면 실제 선교지에서는 영적, 정서적으
로 고립되거나 지속적인 격려의 부족으로 공동체 형성에 대한
우선 순위를 잃거나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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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지역은 각자가 직업 현장에서 일하고 서로의 나눔과 예
배를 위한 교제가 필요하고, 섬김이 가능한 곳은 섬김과 예배
를 함께 하는 팀을 이루며, 제자화와 공동체 형성이 가능한 곳
은 공동체 개척 팀으로서의 팀을 이루는 것이 모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VIII. 나가는 말
공동체 개척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
도 물론 가능할 것이다. 특히, 그러나, 제자로서의 근원적인 부
르심이 포함하는 통합성과 총체성을 고려한다면 공동체 개척
을 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물론 제자
화나 공동체 개척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생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가 공동체
개척을 결과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
동체 개척을 목표로 하였는데 상황에 의해 할 수 없는 경우와
시작부터 공동체 개척이 목표에 없었던 경우는 구분되어야 하
며, 공동체 개척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자로서 총체성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목표, 동원, 훈련에 대한 추가발제 및 사례 발표
최형근 교수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사역의 목표에 대한 갈등의 근저에는 이원론적 세계관
과 이분법적인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구속
신학적 관점(제자도)뿐만 아니라 창조신학적 관점에서의 삶
과 목표가 추가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 예
로 BAM(Business as mission) 에서 이윤창출과 선교의 긴장
관계를 들었다.
또한,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박상은 대표, 오병이어 선교회의
곽미란 대표, 세계로병원의 이혁진 선교본부장, 오륜교회 선교
부의 유권신 목사의 사례 발표를 통해 이미 성공적으로 균형
있는 사역 추구를 통해서 총체적인 전문인/텐트메이커 현상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었다. 이론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전에서 현실에 맞는 모델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
견도 개진되었다. 특히, 기독NGO의 경우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함도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철호 선교사는 남겨진 과
업의 돌파는 통상적인 선교 자원보다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텐트메이커에 의해 돌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체적 선교
를 위한 동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동원 단계
에서부터 이원론을 극복한 세계관 변화와 제자로서의 삶이 구
비되도록 돕는 전략을 가지고 대학 시절부터 세계관 교육, 단
기 선교사로의 참여를 통한 직업과 선교의 통합 작업, 선교사
에 의한 멘토링, 한국에서의 생활과 선교지의 삶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 어떤 타입의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 등이 고려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김동화 선교사는 총체적
사역은 전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사가 배워야 할 다양한
영역을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하며, 각 영역별 배움에서 그칠 것
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통해서 통합적인 삶과 사역
이 되도록 양성함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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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선교사의 사역 평가
손창남 선교사는 전문인/텐트메이커의 광범위한 영역 중에
서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일하고, 사역적, 재정
적 책무를 하면서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선교사가
된 직업인, 직업과 선교에서의 3타입)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하
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선교사로서 직업인으로서 이중적 정
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의 척도로 언어적 능력,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역적 평가, 가정 및 사회적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
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역이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하
여 아래와 같은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
유형

직업과 사역의 관계

사역으로 나타나기 위한 전제

WW1

일이 사역이다

훌륭한 일

(work is witness)
WW2

일은 사역을 위한 공간

훌륭한 일 + 언어로 하는 증거

(Work is context for witness)
WW3

일은 사역을 위한 토대

훌륭한 일 + 언어로 하는 증거 + 그 이

(Work is springboard for witness)

상의 사역

WW4 일을 통해 선교지로 감

언어로 하는 증거 이상의 사역

(Work provides access for witness)

평가의 시기는 전통적으로 선교단체에서 4년의 필드 사역
후에 갖는 본국 사역 기간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다
만 평가의 목표가 사역의 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차기 사역
을 위한 보완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
적인 문항에 선교사 스스로 답을 한 것을 기초로 감독자와 충
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포럼에 대한 평가와 제언들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의 목표를 제시하고 동원과 훈련에
서 고려할 점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선
교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
라 이미 현장에서 통합적 사역을 통해 공동체를 개척한 실례
를 접하면서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모델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전문인/텐트메이커 선교를 지망
하는 이들에게 사역의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목표를 ‘제자 공동체 형성’이라고 할 때 너무 광의의
개념이며 총론적이어서 실제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 구체
적인 현장에서의 적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NGO영역이나 기독
교 사회 개발과 제자 공동체 형성의 상관 관계, 사역의 평가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와 척도들에 관한 계속되는 진지한 토의
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평가와 제언이 있었다.

Mission Korea Review 2013. 2. Vol. 2.

설악포럼

한국교회와 선교의 자신학화
제7차 설악포럼 2013
권성찬, 위클리프 선교회 아시아-태평양 대표

설악포럼 개요
한국 선교의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반추하는 실천
가”들이 모이는 설악포럼은 2013년 제7차 포럼의 주제로 “자
신학화” (Self-Theologizing)를 설정하고 두 권의 책을 포럼
을 위한 읽을거리로 택했다. 하나는 이덕주 교수 (감신대)의 논
문인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와
이성배 신부 (대구 만촌1동 성당)의 논문인 “유교와 그리스도
교”(분도출판사)였다. 이덕주 교수의 책은 한국개신교회의 초
기 토착화를 실제 일어난 현상과 사례 중심으로 다룬 연구이
고 이성배 신부의 책은 한국 천주교 초기 공동체의 주역인 이
벽의 유교적 그리스도교 이해를 다룬 것으로 종교, 철학적인
관점에서 다룬 책이다.
포럼이 “자신학화”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4차 ‘교회론
과 선교’ 이후 5차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다루고 2012년 6차
에서 서구선교와 비서구 선교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다루면
서 선교란 복음을 수용하는 문화의 사람들이 3자(자치, 자전,
자립)를 넘어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에 뿌리를 내리는 자신학
화의 과정이며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선교사는 자신학화의 과
정을 경험하거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
고 그렇다면 한국 선교사로서 우리 안에 있었던 자신학화의 과
정을 한국 기독교의 초기 공동체를 통해 이해하기로 하고 위의
두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16명의 선교사, 교수 등의 참가자들이 모여 오대산에서 2박
3일간 (2013년 1월 22일~24일) 포럼을 진행하였다. 첫날과 둘
째 날 오전까지는 첫 책의 저자인 이덕주 교수가 책의 내용과
자신이 가진 초대 교회 토착화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안에 실
제로 드러난 토착화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토론이 이어졌다. 둘
째 날 오후부터는 “유교와 그리스도교”를 요약 발제하고 자신
학화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덕주 교수와 토착화
먼저 이덕주 교수는 문제의식을 한국 교회의 위기에서 출발
하고 그것을 한국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로 인식한 후 그에 대
한 해답의 하나로 계2:1-4의 ‘첫 사랑’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첫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1903년부터 1908년의 한
국 초대교회의 부흥 기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의 자
료를 통해 해석보다는 사실(fact)에 주목하는 역사신학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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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취하였다. 특히 기독교 대백과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하
면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책임을 져 다양한 자료들
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토착화 현상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덕주 교수에게 있어 토착이란 사변적
인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과 성도와 목회자들의 믿음과 신앙
행위 속에 토착화되어 나타난 사실을 구별해 내는 일이고 그
것을 해석하는 일이었다. 철저하게 나타난 사실을 통해 토착
을 찾아가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료 중심의 토착화 발견
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셩교누가
복음젼’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예수’ 혹은 ‘하느
님’이란 단어 뒤에만 띄어쓰기한 것은 왕이란 글자 뒤를 띄우
는 우리 전통의 ‘대두법’이라는 쓰기 방식으로 토착화되어 나
타났다는 것, 한옥인 소래 교회의 용마루 중앙에 십자가를 단
것은 전통한옥 용마루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뭇가지를 단
것이 토착화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 그 외에도 통성기도, 일
손보 (매일 예물을 드리는 것), 성미 (정성으로 드리는 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기독
교가 한국 사회에서 토착화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한석진,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1세대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토착적 주체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서려는 노력을 기
울여 왔음도 설명하였다. 한석진 목사는 선교사 돈을 거절하
고 여러 교회를 선교부의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지었으며 조
선예수장로교회라는 교단 이름을 조선예수교회로 하나의 교
회를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일부 외국 선
교사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평양 신학교에서 40년 이상 구
약을 가르친 엥겔 선교사는 1904년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 모
임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변화가 한국인들에 의
해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들이 나서기보다 참고 있어야 함을 주
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한국의 관습을 바꾸어 서
구와 같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동양적인 기독교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주창하였다. 그는 서구 문명
이 그 해로운 영향과 더불어 한국 교회에 손대지 않기 되기
를 간구하였다. (May God grant that western civilization,
with its baneful influences, will leave the Korean church
untouched!) 또한 피도수 (Victor W. Peters) 선교사는 한국
인 여자와 결혼한 유일한 남자 선교사로서 이용도 목사와 친
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화읍 교회를 한옥으로 세우면서 문의
형태, 단청, 강단의 옥좌 형태 등 내부의 모양을 궁에서 볼 수
있는 모양으로 함으로써 예배당을 왕이 거하시는 곳으로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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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토착화를 보여 주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그림과 자료
를 통해 한국교회 내에 토착의 형태로 표현된 복음의 여러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자칫 모든 토착 형태가
복음적인가 하는 의문을 낳게 되는데 한국의 대부흥 때 회개
한 내용은 일반 사회에서 죄로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교
적 전통에서 죄로 인식하지 않던 축첩, 주초 등까지 고백했다
는 사실을 통해 토착적 복음 이해가 복음적이었음을 밝혀냈다.
이덕주 교수는 자신의 사관을 한국 교회를 보는 여러 가지
사관 중, 선교사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선교사관 (백낙준), 민
족교회의 입장에서 보는 민족사관 (민경배, 엘리트가 주역이
된다.) 그리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교회사관 (주재용)과
구별하여 토착교회 입장에서 보는 토착 사관으로 소개하였다.
이 토착 교회 사관은 믿음의 요소를 복음과 교회와 민족 (선교
학에서는 주로 문화로 이해)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보고 이
세 가지가 만나는 복음적이고 민족적이며 토착적인 신앙을 주
장한다. 왜냐하면, 복음과 교회만 만나 소위 복음적 신앙을 형
성하더라도 거기에는 민족과는 상관없는 요소들이 있으며, 복
음과 민족만 만나 소위 토착적 신앙을 형성하면 그것은 교회
의 전통과는 상관없는 신앙이 형성될 수 있고 또 민족과 교회
만 만나면 소위 토착적인 신앙은 형성되지만, 복음과는 거리
가 먼 신앙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덕주 교수는 사변적
이고 인위적으로 들릴 수 있는 자신학화 보다는 토착, 그리고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토착화가 아니라 복음의 수용 과정
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토착의 사실을 통해 해석하는 토착 신
학을 강조하였다.

이성배 교수: 유교와 그리스도교
이성배 신부가 파리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유교와 그
리스도교”는 한국 천주교 초기의 자생 공동체인 이벽 공동체
의 주역 이벽의 글을 통해 이벽의 유교적 그리스도교 이해를
다룬 책이다. 이벽이 남긴 천주공경가와 성교요지 중에서 한
문으로 기록된 성교요지를 통해 유교적 복음 이해를 분석하였
다. 책은 공자 이전 특히 서경에 나타난 천(天) 사상, 그리고 공
자 시대의 인(仁) 사상,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잇는 중용의 성
(誠) 사상을 분석하여 이벽이 이해한 성(誠)의 신학을 제시하
였다. 이벽은 유교 중에서도 예(禮)를 강조하는 후기 주자학의
영향이 기승을 부리던 조선 후기 시대의 사람으로 당시 그러
한 공리공론을 개혁하고자 실사구시의 학문을 추구하던 실학
자들과 교류가 있었고 성교요지를 통해 나타난 그의 복음 이
해는 유교의 포기이기보다는 참된 유학의 완성으로서의 그리
스도교를 이해했다. 공자 이전의 천 사상 이해는 하늘을 단순
히 이치로만 보는 후대의 역리천 사상이 아니라 하늘에 위격
적인 절대자로 이해하는 사상이 있었음을 서경을 통해 밝혀낸
다. 공자도 이러한 위격적 상제 사상을 알고 있었으나 춘추전
국시대 하늘의 뜻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권력자들의
오용을 막고자 하늘 사상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올바른 도리로서 인(仁)의 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의 완성은 결국 성(誠), 즉 하늘의 말씀이 실천에
서도 바르게 이루어지는 때에 완성되는데 그러한 오륜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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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자 자신도 부족하다고 표현했다.
이벽과 같은 초기 천주교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친 마테오
리치 등 선교지 문화와 사상을 깊이 이해했던 선교사들의 공
헌은 지대한 것이지만 더불어 그들이 내부자가 갖는 깊은 이
해와 비교해서 볼 때는 외부자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을 밝혀낸다. 결국, 이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도와 인도
를 잇는 참된 성인(誠人)의 모습을 보았고 그의 가르침이 바
로 참된 가르침인 것을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벽에
게 있어 기독교는 바로 참된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완성
하신 이루어진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낸다. 이
러한 요약 후 진행된 토의를 통해 자신학화와 선교사의 역할
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오늘날 모든 선교지 문화가 중
국이나 조선 후기처럼 오래된 종교,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
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이러한 종교, 철학적 틀을 자신학화의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문화에 맞는 다
양한 틀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만 그것이 어떤
틀이든지 외부자에 의한 준거틀 (Frame of reference) 정도
로 한정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집어넣으려는 다
소 과업 중심적인 선교 대신 내부인의 세계관 안에서 이해되
는 그런 틀 혹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학화가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는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고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미래의 과제
이덕주 교수 강의와 이성배 교수의 “유교와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첫째,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
서 자신학화의 과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그러
나 초기 기독교가 2세대로 넘어가면 자신학화의 과정이 이어
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선교 초기에 서양선교사들이 자립,
자치, 자치의 네비우스 방식의 선교전략을 펼쳤으나 당시 선
교사들은 신학화 작업은 서구교회에 의해서 이미 완성된 것이
므로 선교지(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는 신학을
그대로 배우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만 자립적 역할을 하
도록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선교사들은 자신학화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당시 한국교회도 네비우스 원리의 한계를 뛰
어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앞으로 왜 초기 기독교의
자신학화 과정이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서 계속 이어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정치, 사회적인 변화와 다음 세대들의 서구신
학 중심의 신학 이해 등을 포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자신학화의 정의와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
밀한 논의가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자신학화와 관련된 이러한 과제를 잘 다룸으
로써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자신학화가 어떤 내용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이해함과 동시에 선교지의 자신학화 과정을
돕는 데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참가
자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차기 2014 설악포럼(2014년 1월 14
일~17일)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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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펙티브스 훈련의 현재와 미래
한철호, 선교한국파트너스 상임위원장

현재
퍼스펙티브스 훈련은 랄프 윈터박사에 의해서 1973년부터
시작되었다. 선교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헌신된 이들
이 좀 더 구비된 선교자원으로 준비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
로 시작됐다. 처음에는 여름학기 방학선교특강으로 시작되었
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춘 선교교육 프
로그램으로 발전했다. 1973년 당시 세계선교에는 새로운 변화
가 시작되었다. 랄프 윈터박사가 미전도종족에 대한 개념을 새
롭게 정의하고 있었던 즈음이고, 그런 생각은 1974년 로잔대
회에서 ‘새 마게도니아’(New Macedonia)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된 시점이었다. 따라서 퍼스펙티브스훈
련은 이러한 윈터박사의 미전도종족에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퍼스펙티브스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선교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 퍼스펙티브스훈련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지
난 13년이상의 시간 속에서 이 훈련도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이 훈련은 이제 선
교동원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신뢰받고 잘 준비된 프로그램
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선교한국파트너스
에서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서 그 범위나 내용이 확
산되고 있다. 최근에 이 훈련은 목회자들의 선교적 관점을 새
롭게 하는 것과 선교사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되시
시작했다. 그 결과 해외의 한인교회와 선교현장에서도 이 훈련
을 개설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퍼스펙티브스는 교육을 통한 동원이라는 관점으로 시작되
었다. 선교동원은 긴 과정(Process)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선
교에 전략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단계가 필요하
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
적 관점을 총체적이고 연속적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참가자들
이 선교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나아가서 구체적인 전략의 일부
분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퍼스펙티브스는 특
정한 지향점을 가진 훈련이다. 그 지향점은 미전도종족(혹은
최소전도종족)을 향한 전방선교이다. 이러한 전략적 지향점은
성경적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 전체는 모든 민족을 복 주
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나 있는 것으로 (창12: 3), ‘모
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하다는 것’(마24:14)과 ‘모든 민족
(ethne)을 제자 삼아’(마28:20)라는 말씀대로 선교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종족(ethne)의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
든 종족 가운데 스스로 배가하는 교회개척운동이 일어남으로
써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하게 될 수 있다는 전략적 지향
점을 가지고 있다.
과제
오늘날 한국선교와 동원의 과제는 첫째로 선교가 교회의 본
질적인 DNA 임을 확보하는 일, 둘째로 선교타문화권선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확산되는 일, 세째로 전략적인 선교와 참여
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동원하는 일, 네째로 선교에 대한 통합적
인 시각을 가짐과 동시에 단계별로 세밀한 도움을 주는 선교
동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 선교적교회론(missional church) 이 조금씩
확산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미셔
녈처지(missional church) 개념의 시작은 단순히 해외선교를
하는 교회라는 의미보다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 결과는 타문화권선교에 까
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
의 선교’(Mission of God, IVP)등을 통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일(missional hermeneutics)이 활발하게 일
어나고 있다. 선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성경이 무
엇을 말하는가를 잘 말해 주는 것이다. 만일 성경 전체가 선교
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 만으로도 선
교동원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선교동원을 하는데 있어
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경과 선교를 어떻게 잘 연결해
서 보여줌으로서 성경 전체가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해시키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퍼스펙티브스가 성경에 대한 이
해를 강조하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선교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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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선교의 두번째 과제는 선교와 타문화권 의사소통의 문
제이다. 많은 경우 한국선교사들을 평가할 때 현지문화를 무시
하고 일방적이다라는 것이 최우선적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것
은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단일문화권이고 유교문화 안에서 문
화의 기본적인 형태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도와 선교
의 기능적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전도하듯이 타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선교의 큰 과
제이다. 선교의 문화에 대한 이해, 즉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사
람의 측에서 이해의 장벽(언어, 세계관)을 넘어서는 것과 복음
을 들는 이들이 수용의 측면에서의 장벽(상황화)을 극복할 것
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한다. 이 문제의 이해가 부족하
기 때문에 한국선교가 너무 한국교회문화를 수출하는 형태 혹
은 선교사 주도형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 선교가 일어나는데
있어서 선교사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자문화 중심적 사역
을 극복하고 현재문화에 상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퍼스펙티
브스에서 말하는 문화적 관점은 한국교회의 이 단점을 강화시
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퍼스페티브스에서 제시하는 전략들이 모든 상황
에 다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전략적인 선교보다
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만 집중했던 한국선교가 극복
해야 할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동원의 과정 뿐만 아니라 선교현장에서의 사역 전략에도 해
당된다. 최근 선교현장의 선교사들이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받
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이런 각성 때문이다. 한국선교가 선교
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 즉 타문화권을 가야하는다는 것에 대
한 인지의 부족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역할이 무
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없이, 프로젝트 형태의
사역에 몰두함으로서 선교사의 역할이 일부 왜곡되고 있다. 선
교사는 복음이 없는 민족(종족)안에 스스로 자생하면서 배가
할 수 있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일이다. 그 이상은
잘 하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한국선교는 선교지로 들
어가는 입구 전략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출구전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교사는 들어갈 때 부터 나올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선교사가 더 빨리 철수 하게 되는 것이 선교가 성공하는
일이다. 이것 외에도 선교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수 많은 성찰
과 고민이 한국선교에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퍼스펙티브
는 한국교회가 좀 더 전략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선교동원의 네번째 과제는 통합적이면 단계적인 선교
동원이 일어나야 할 필요다. 지금 교회에서 선교동원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너무 사건 중심적이고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단계별 훈련프로그램이나 동원전략이 미
미하다. 많은 자원들이 선교여행에 참여하긴 하지만 별로 준
비없이 참여하고 또 선교여행 이후에도 별 다른 후속프로그램
없이 선교여행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도 많다. 선교여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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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아니라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 목표다. 선교교육도 통
합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퍼스펙티
브스가 교육을 통한 동원의 기준점이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퍼스펙티브스 훈련 전 후로 단계별 훈련이 제공됨으로서, 더
광범위한 동원이 일어남과 동시에 더 구체적인 동원이 일어나
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통한 선교동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
요하게 되었다.
교육을 통한 선교동원 시스템 구축
삶의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긴여
정(Journey)이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교육과 참여를 통
한 동원이다. 현재 선교한국파트너스 사역의 가장 중심 영역
도 바로 이 부분이다. 선교헌신자들에게 선교에 전략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여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선교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헌신한 자들의 선교자원로 준비되기 위한 과
정과 여정을 돕는 일은 교육과 참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상
당히 성취해 갈 수 있다. 따라서 선교한국파트너스가 교육과
참여를 통한 동원 시스템의 모델을 발전시켜다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퍼스펙티브스도 하나의 독립된 과정이 되기보다
는 교육을 통한 동원 과정의 시스템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2010-2012년은 퍼스펙티브스 훈련 프로그램의 정착화기간으
로 잡았는데, 다음 한 해 동안 교육을 통한 동원시스템의 구축
과 모델을 제공하는 일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퍼스펙티브스
가 가진 장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퍼스펙티브스 전 후의 교육
시스템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훈련이 결국 선교 헌
신자와 관심자가 전략적 참여에 까지 이르도록 하는 로드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L1:지역교회/학생단체> <L2:MK파트너스> <L3:선교단체>
위의 도표에서 보는 것 처럼 퍼스펙티브스를 전 후에 교육시
스템(L1)을 마련해 줌으로서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독립된 과
정이 아니라 긴여정의 일부분으로 선교에 대한 일차적인 접
근이 용이하도록하고, 각 교회나 공동체에서 좀 더 간편한 프
로그램이나 기회를 통해 기초교육동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마친 자들이 전략적으로 선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선교단체와 연결하거나 구체적인 사역에 참
여 할 수 있기 위한 다음 단계의 훈련(L3)으로 들어갈 수 있도
록 연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초교육동원(L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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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단체연결(L3)’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리스트에 있는 프로그램
들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더 세
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퍼스펙티브스를 마
친 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원칙적으
로 이 부분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교회)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교회(공동체) 전체의 선교적 비전과 목표 그리
고 사역 방향과 관련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동원단계(L1)에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선교관심자들이 생기도
록 하는 교육 시스템이다. 선교가 교회의 DNA가 되기 위해
서는 교회의 일상적인 교육 구조나 프로그램 안에 선교가 들
어가야 한다. 선교적 시각으로 교회의 존재와 그 역할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일학교교육에 사용될 수 있
는 선교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짦은 시간에 선교전반
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다. 선교성경공부씨리즈, Day of Discovery(1-2일
동안에 퍼스펙티브스 전체를 간략히 살펴보는 프로그램), 선
교가 보인다 씨리즈(성경을 보면 선교가 보인다, 역사를 보면
선교가 보인다. 사람을 보면 선교가 보인다 등)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인 선교동
원을 돕는 자료로 개발될 것이다. 카이로스훈련은 9주에 걸쳐
서 비디오 등을 통해서 선교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지역교
회 안에서 소규모 인원으로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이다. 카이로스를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시행하기 위
해서는 진행자들에 대한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을 가지
고 접근하면 가능하다.
헌신자교육동원단계(L2)에서는 기존의 퍼스펙티브스 훈련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퍼스펙티브스 훈련 속에 단지 교
실에서의 강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교경험을 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함께 배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음 단계
(L3)인 선교단체와 연결될 수 있는 접촉점과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해 단체연결 단계에서 각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연합적으로 진행하는 훈련과정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이슬람 인카운터’, ‘불교바로알
기학교’ 등과 퍼스펙티브스가 긴밀하게 사역하는 것은 이러
한 의도의 일부이다. 그 결과 헌신자교육동원단계(L2)에서 단
체연결단계(L3)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기초교육단계(L1)에서 헌신자교육단계(L2)로의 연결도 마찬
가지이다.
퍼스펙티브스 운동의 미래
우리의 목표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 퍼스펙티브스 프로
그램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교동원이다. 효
과적인 선교동원이 일어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적절한 프로그
램과 방법을 발굴하고 나눠야 한다. 퍼스펙티브스 사역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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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적인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퍼스펙티브스
는 기본적으로 동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상당히 많은 원리와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많은 내용을 적절한 시간에 다양한 참가자 층이 잘 이해하도록
재구성하거나 포장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학습을 위한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참
가자 층에 따라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참가자 층
에게 내용이 잘 이해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상황화이다. 퍼스펙티브스의 기본적인 구
조나 내용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프로그램은 서구
적 시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의 퍼스펙티브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
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제 퍼스펙티
브스 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 역할은 한국
퍼스펙티브스가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2015년 초까지 퍼스펙
티브스의 내용 중에서 한국화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
한 한국형 퍼스펙티브스 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퍼스펙티브
스의 내용 중 성경적관점 부분은 크게 수정할 필요가 없지만
역사적관점, 문화적관점, 전략적관점의 일부분은 한국선교역
사와 한국선교사들의 문화적 유향, 한국교회 및 비서구교회의
선교전략들이 포함되야 할 필요가 있다.
세째, 운동성의 확보이다. 전술한 것처럼 퍼스펙티브스훈련
을 실시하는 목표는 동원이 그 목표이다. 퍼스펙티브스가 그
저 훈련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선교동원을 돕는 도구가 되어
야 한다. 퍼스펙티브스가 하나의 운동이 되려면 먼저 목표 지
향점이 있어야 한다. 그 지향점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남은 과
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미전도종족중심의 개척선
교가 그 운동 방향이다. 아직 교회가 없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이 훈련
을 마친 이들이 운동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조금씩 발견
되고 있다. 운동원의 목표는 퍼스펙티브스가 아니라 그들이 속
한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변화되고 각자 공동체 구성원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각자의 전략적인 위치를 발견하도록 하
는 것이 그 목표다. 현재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경험한 졸업생
들 가운데 많은 수가 선교사로 동원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이
훈련을 섬기는 자원봉사자로 조장, 튜터, 코디네이터 등 다양
한 영역에서 섬기고 있다. 졸업생들 가운데 좋은 배움의 공동
체도 만들어지고 있고, 교제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교제
권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선교를 향한 시너
지를 형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전국적인 확신이 필요하다. 현재 이 훈련이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 부산, 그리고 대구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 호남과 강원지역에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호남 지역에
서는 한번 밖에 이 훈련이 개설되지 않았는데, 호남지역의 선
교동원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 훈련이 미국, 중
국 등 한인교회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고, 현장 선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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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재교육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퍼스펙
티브스가 그들의 선교적 역량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퍼스펙티브스를 공부한 현장 선교사들
이 자체적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이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을
그들의 선교사역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또
한 매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많은 선교지가 이제는 교회
개척(church planting)의 상황이 종료되고 선교개척(mission
planting)의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이 경우 선교지 국가의 선
교교육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퍼스펙티브스가 선교사들
에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훈련 참가 계층이 점차로 다변화되
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처음에는 대부분 대학생 중심으로 훈
련이었으나 이제는 30대와 장년들의 비율이 향상되고 있다.
물론 대학생들이 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
면 문제일 수도 있다.

족에 대한 복음화가 그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프로
그램을 처음 만든 랄프 윈터박사의 의도이기도 하다. 세계적으
로 퍼스펙티브스가 단지 훈련프로그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미전도종족선교운동의 큰 흐름을 이끌어 가는 이론적 근거 및
인적 자원의 수원지가 된 것 처럼, 한국에서도 이 훈련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세기 비
서구권선교운동의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맺으면서
지난 13년 동안 진행된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이제는 하나의
동원 흐름을 만들어 갈 시점에 와 있다. 단지 클라스와 참가자
의 수가 늘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선교동원의 도
구가 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주님께서 우리
에게 주신 대위임령은 끝마쳐야 할 명령이다. 결국 남겨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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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외국 대학, 학부 개설…
한국뉴욕주립대 학부 신입생 경쟁률 3:1
• 미국 본교 학위 수여에 美 아이비 리그 수준 학생들 지원… 합격자 상위 10% SAT 2300점
• 학부 및 석박사를 모두 갖춘 한국최초 해외대학 한국뉴욕주립대, 6학기 레지덴셜 칼리지 과정 통해 실질적 전인교육 실현

한

국뉴욕주립대학교는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위
치한 첫 미국 대학이자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의 첫번
째 해외 캠퍼스이며, 학부와 석박사를 모두 갖춘 한국 최초의
해외 대학으로 2011년 문을 열었다.
지난 3월 개교해 2개 학과를 운영 중인 한국뉴욕주립대는
졸업 시 본교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는 만큼 미국 본교에
서 직접 입학 사정을 진행하며, 두 학과 모두 공식 영어 성적
(TOEFL 학부 80,석사 85,박사 90점 이상 / 학부 IELTS 6.5
점 이상)과 GRE 성적을 요구한다.
국내 최초의 외국 대학 한국뉴욕주립대학교(총장 김춘호)가
2013학년도 기술경영학부 제1기 합격자를 발표했다.
필수 항목인 고교 성적 및 TOEFL 성적을 제출한 지원자들
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본교 입학사정과 면접 등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했으며, 선택사항으로 SAT 혹은 ACT 점수를 제출
한 지원자들도 적지 않았다. 2013년 기술경영학부 신입생은
봄학기 30명, 가을학기 70명 모집 예정이며, 이번 봄학기 신입
생 모집에 9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가운데 현재 30명의 합격
자가 발표돼 봄학기 경쟁률은 3:1이다.
이번 모집에는 한국 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에티오피아,
가나 등 해외 출신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였으며, 버지니아 공
과대학 등 미국 유수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한국뉴욕주
립대학교로 다시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상위 10%내 합격자
SAT 점수는 2300점으로, 이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이
가능한 수준이다. 합격자 상위 10% 토플 점수는 114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합격자의 88%가 이미 등록을 마쳐 미
국 본교보다 3배 이상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참고로 뉴욕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캠퍼스의 2012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총 합
격자의 24%, UC버클리대 등록률은 39%였다.
기술경영 전공은 첨단기술과 경영, 사회학 등의 분야를 통
합해 교육하는 융합학문으로, ‘실무능력을 겸비한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요구에 발맞춰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MBA 교육이 사업 시작 시점을 경영의 시작으로 본다
면, 기술경영학과의 교육은 기술탐색단계부터 출발해 기술의
사업화 등 기업의 기술혁신관리를 목표로 한다. 한국뉴욕주립
대학교는 공공정책 분야 선진 연구활동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적극 지원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를

26

개발해 주고 있다. 졸업생들은 기술적 지식의 응용이 요구되는
IT 지원 전문가, 품질관리 전문가, 시스템 분석가 등의 전문직
종과 비즈니스 벤처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우
수학생에 한해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5년 만에 졸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부 입학생 전원은 교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학생들
은 학과 교수 및 전문가 멘토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한국
뉴욕주립대학교만의 레지덴셜 칼리지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레지덴셜 칼리지란 해외 명문 대학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내 기숙형 대학 프로그램이다. 학업만을 강조하는 국내 대
학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아래 점차 학생의 인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뉴욕주립대는 사랑과 배려, 올
바른 자아발견과 성숙에 기초한 전인교육을 통하여 진정한 글
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가지고 최대한 많
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국 학생은 물론, 특별히 국외 학생 중 장학생 선발기준을 통과
한 학생은 학비, 기숙사비 및 식비까지 4년간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뉴
욕주립대 한국문화원에서 무료 한글 교실과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현재 이란, 스리랑카, 캐나다, 호주, 필
리핀,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인도,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미국 학기제에 따라 가을학기 신입생 모
집을 진행중이며, 지원 마감은 오는 4월 15일이다. (2014년 마
감일은 광고 및 홈페이지 참조)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첫 학부 신입생 입학식은 오는 3월 12
일 오후 4시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총장단이 참석한 가
운데 개최되었다.
가을학기 신입생 지원 문의: 032-626-1114/www.sunykorea.ac.kr

<전면광고>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2013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아시아 지역 발리 회의
정기환, 한디포 상임총무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그리고 아시아 지역 모임
2004년 미국 볼티모어 베델교회에서 시작된 한인 디아스포
라 포럼은 하나님의 경륜 중의 하나였다. 당시 담임 목사였던
이순근 목사 교회의 설립 24주년을 맞아 세계 여러 지역의 한
인 교회 목회자를 초청하여 ‘한인목회자초청 오픈 포럼’을 개
최하였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한인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
게 하면 2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
떻게 하면 세계선교에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주
제들을 가지고 목회, 교육, 선교 분과로 나누어 토론을 벌였다.
이것은 한 교회의 일회성 행사로 기획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한인 디아스포라 운동의 도화선으로 삼았다. 이후로 뉴
욕, 북경, 동경, 쿠알라룸푸르, 상해, 속초, 그리고 2012년에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로 옮겨 가면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구 볼티모어 포럼)이 지속되고 있다.
포럼은 퍼즐 맞추기와 같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는 자
리였다. 개체로는 보기 어려웠던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
님의 전략을 발견하고 가슴 벅차했다. 한국의 목회자나 해외의
선교사들이 알 수 없는 디아스포라 목회자들만의 고충이 공감
될 때마다 동질감과 함께 어떤 치유도 있었다. 외로운 섬과도
같은 한인 교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자 세계는 좁은 마당이
될 수 있었다. 힘의 논리를 통한 조직화 대신 섬김과 참여를 통
한 운동(movement)이 되어 모두가 가족이요 형제와 같았다.
이렇게 세계 여러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 지도자들이 모임
으로 곳곳의 다양한 형편을 이해할 수 있고, 큰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었지만, 대륙마다 상황의 큰 차이는 좀 더 작은 모
임에 대한 필요를 불러일으켰다. 2007년 유럽의 한인 사역자
들을 중심으로 유로비전이 태동하였고, 아시아에서는 한디포
아시아 지역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대륙별 모임이 시작되었다.
2007년 말레이시아 KL에서 열렸던 발기 모임은 은혜의 시간
이었다. ‘지역 모임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자
유로운 토론으로 2박 3일을 보내는 동안 세계 모임에서는 느
끼기 힘든 교감과 문제의 공유가 가능했다. 당장 그 해에 코타
키나발루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되었고, 2회 방콕, 3회 마닐라,
4회 베트남의 다낭, 그리고 2013.2.19 – 22일에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5회 열리게 된 것이다.

2013 한디포 아시아 지역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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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었다. 첫 번째는 이
슬람 지역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다루었고, 두 번째
는 디아스포라 운동의 확산을 다루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들은 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
을 딛고 있는 땅의 상황은 각각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인을 보내시고, 그곳에 한인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각각의 상황
에 따르는 미션이 있음을 전제할 때 이슬람 상황에서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둔 것이다. 이슬람을 대
상으로 하는 선교가 쉽지 않고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한인 교
회, 특히 한인 교인들을 통해서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
는가 생각한 것이다.
이슬람 파트너스의 정마태 선교사의 “이슬람권에서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역할과 적용” 제목의 발제는 적실
한 것이었다. 30페이지의 소논문 분량의 원고에 비해 발제 시
간은 짧았지만,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 바꾸기는 의미가
있었다. 이슬람 공포증도 근거가 없지는 않으나 무슬림과 더
불어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고, 이것이 가능함을 역설
하였다. 한국/한인 교회들이 이슬람 선교를 위한 실천적 방안
으로서 1) 무슬림을 위한 기도 운동 2) 한국 복음주의자들과의
연합 3) 총체적인 복음 4) 총체적인 제자 양육 5) 이슬람학자
양성 6) 일반 성도들에게 무슬림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재 개발
7) 무슬림을 적절히 섬길 수 있는 선교사 재교육 8) 연구와 출
판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안성원 선교사의 ‘인도네시아 개
관 및 선교 현황’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
고, 한인 교회를 목회하는 김재봉 선교사는 한인 교회가 감당
하고 있는 학원 선교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송광옥 목사는 인
도네시아의 한인 선교사들이 협력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
과 그 이유를 소개해 주었다.
제한된 발제 때문에 많은 사례를 소개하지는 못하였으나, 인
도네시아의 한인 교회들이 기대보다 훨씬 더 선교에 참여하고
있음을 들었고 그 내용과 규모도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용규
선교사와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와의 동역을 통한 자카르타
국제 대학 설립의 추진과정은 한인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사
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한인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넘어 한인 교인들이 생활을 통해 무슬림과 친구가 되
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업을 통해 BAM의 사례들이 더 많
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두 번째 주제였던 “디아스포라 확산”은 디아스포라의 잠재
력을 열매로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소개하였다. 최근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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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포라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참 긍정적이라고 본다. 디아스
포라가 가진 잠재력을 공감하고 전략적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
은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 운동을 통한 선교적
열매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 전략가나 일
부 목회자가 가진 생각들이 한인 디아스포라 전반에 확산하는
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디아스포라 지역들
에서 선교 대회나 선교 캠프,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 학교 등
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참석은 못하였으나 한철호 선교사의 원고 “디아스포라 교회
의 선교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은 실제적 도전이 되었다. 북경
의 한 교회가 성경방 사역을 통해 여러 디아스포라 지역의 한
인 교회들을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는 전략을 소개하였다. 이는
한인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한인들을 통해 현지인들을 가르치
는 일까지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인터넷 방송 등과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디아스포라 운동이
전파되고 있는 사례(정기환)가 소개되었고, 베트남과 같은 공
산권에서 한인 교회와 더불어 문화 사역을 통하여 현지에 복
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박종암 선교사)를 발제하였
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사역임을 나누었다. 또한,
한국교회교육컨설팅 박영수 목사를 통해 교회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컨설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요
한동경교회가 일본 내 한인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펼쳐 오고
있는 선교 사례도 소개되었고, 상해를 중심으로 BAM 포럼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내용도 발제 되었다.
이러한 구체 사례들을 들은 후 각자 관심 있는 발제를 중심
으로 모여 그 내용에 대하여 심화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광
저우 한인 교회의 교육 사례도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좋은
도전이었다.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포럼은 인도네시아의 한인교회 목회자
협의회(한목협)에서 주관하여 준비하였다. 협의회에서 주관한
것은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서 한목협은 포럼 준비의 과정
에서 협력의 귀한 모델을 보여 주었다. 선교사 협의회와 원활
한 협조 및 시니어에 대한 배려 등 함께 잘 풀어 주어 인도네
시아 사역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사정으로 참여치 못
하는 임원은 인니 전통의상인 바틱을 참가자들에게 선물해 주
는 등 어떤 모양으로든 동참해 주었다. 특히 전 대회인 베트남
포럼에 참여하여 인니 유치의 동기가 된 두 분의 인니 목회자
는 협의회에서 주관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섬겨 주어 전체적
인 조화에 밀알이 되어 주었다. 포럼의 장소가 된 발리 한인 교
회의 정문교 목사는 규모는 크지 않고, 부임한 지도 2년여 되
었으나 디아스포라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포럼
에 힘에 지나도록 교회와 더불어 헌신해 주어 현지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차기 아시아 지역 모임은 2015년 10월
또는 11월경 광저우에서 갖기로 동의하고, 앞으로 아시아 지역
모임의 상임 대표로 태국의 김용섭 목사가 섬기기로 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선교적 필요가 큰 지역이면서 한인 디아스포
라 역시 역동하고 있는 곳이다. 한인 교회마다 회교, 불교, 힌
두, 공산권 등의 상황 속에서 선교적 역할들을 힘껏 감당해 내
고 있다. 한인들은 지역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
으며,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그 바탕 위에 영적 영향력들을 끼
치고 있다. 이러한 차제에 한디포 아시아 지역 모임은 우리의
과제를 확인하고 사례를 통해 서로 배우며 도전받는 장이 되
어 주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들은 한디포 홈페이지
www.handifo.com 포럼 자료실 내 ‘한디포 아시아’ 폴더에
올라가 있으므로 참고하면 될 것이다.

끝으로 김병선 선교사의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동원’은 다
시금 디아스포라의 성경적 의미를 짚으면서도 선교 동원의 실
제적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이순근 목사는 한디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2015년 Global Diaspora
Forum을 준비해 가면서 여러 디아스포라 신앙 공동체와 연
대와 협력을 구축하고, 한국 교회가 다문화/다인종 신앙 공동
체가 되도록 도우며,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
자고 제안하였다.

평가
이번 포럼에 아시아 10개국에서 89명이 참석을 하였다. 특
히 인도네시아의 목회자, 선교사의 참여가 많았는데 이는 이
슬람 선교에 한인 교회들의 역할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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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출구전략에 관한 소고
김종헌, Frontier Mission Fellowship 공동 대표, Band Barnabas 대표

서론
오늘날 선교계는 건강한 출구전략보다 효과적 진입전략만
편향되게 강조하는 불균형에 빠져있다. 어떻게 사역을 잘 마무
리할 것인지는 관심이 없고 선교지 진입방도에만 집중하는 경
향이 있다.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듯이, 선교
의 목표를 거론하지 않고 출구전략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선
교의 참된 목표는 무엇인가?(1) 역사적으로 토착교회의 설립이
나 교회개척운동, 예수운동 등이 거론되곤 했다. 성장하는 토
착교회의 개발이 선교의 목표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과연
그것이 선교의 바른 목표인지 뒤에서 검토해볼 것이다. 또한
출구전략을 논하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정의(what)뿐
아니라 그 방법론(how)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역사적 개관
헨리 벤과 러퍼스 앤더슨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두
사람은 1796년생 동갑내기로 ‘위대한 세기’로 알려진 19세기
개신교선교 전략의 양대산맥이었다. 벤은 영국의 교회선교협
의회(CMS)를 섬겼고, 앤더슨은 미국해외선교회(ABCFM)를
섬겼는데, 둘 다 동시대(19세기 중후반)를 풍미한 최고지도자
요 행정가이자 사상가였다. 두 사람은 유사점이 더 많았는데,(2)
식민주의가 절정이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의 생각
이 당대와 후대의 선교학보다 훨씬 앞서고 세련되었다는 사실
이 놀랍다. 더구나 그들은 해외선교사로 사역한 경력조차 없
었다. 교회선교협의회 총무로 일하던 기간(1841-1872년)에 벤
은 선교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그는 “선교의 안락
사”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한 마디로 선교사는 현장의 한시
적 존재이지 영구적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벤에 따르면,
안락사는 “현지목회자 아래 잘 훈련된 회중이 있어서 목회사
역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있고, 현지목회자를 감독하는 일
도 점차 줄어들어 더 이상 필요해지지 않아서 제반사역이 선
교로부터 확립된 토착신앙공동체에게 넘어갈 때 일어나는 현
상”(Warren 1971, 28)이다. 벤과 앤더슨 모두 토착교회의 자
립, 자치, 자전이라는 삼자원리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비버에
따르면, “앤더슨의 기본주장은 ‘선교란 성경적이고 자전하는
기독교의 확산을 위해 존재하며, 그것이 선교의 유일한 목표
다. 그 결과 토착교회가 자립하고 (대부분의 경우) 자전하는 데
(1)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다루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교,
즉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간의 노력과 활동에 관해 논의하려는 것이다.
(2) 두 사람이 유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피차
서신교환을 나누긴 했지만, 둘이 직접 만난 건 단 한차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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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Beaver 1979, 95). 앤더슨은 “
참으로 성숙한 지역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성장
하는 교회, 타자에게 다가가는 교회”(Beaver 1979, 95)라 믿었
다. 그는 성숙한 교회의 참된 표지는 자전하는 능력을 갖춘 교
회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외지인)의 목표가 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벤과 앤더슨이 당대보다 훨씬 앞선 생
각을 가진 점은 높이 사야 하지만, 그들 역시 서양문화의 우월
성과 가부장적 자세로 선교지 교회들을 대하던 당시의 흐름에
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들의 선교신학은 식민시대의 강력한 가부장적 정신에 묻
히고 마는데, 1912년 롤랜드 알렌이 “바울의 선교방법론”이
란 책을 발간하면서 다시 거론된다. 이 책에서 내린 알렌의 결
론은 매우 설득력이 강하고 오늘날에도 유효한 주장인데, 특
히 끝부분에 나오는 “원칙과 성령”이라는 장에 잘 담겨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 회심자들로 하여금 매사에 우리에게 기대고 우리의 안
내를 받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순종하도록 강
요했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대치하도록 가르쳤다. 우
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시라고 믿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영감을 주
시리라고는 믿지 못한다. 성령께서 참된 도덕의 개념과 교
리, 의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지금도 가르쳐주신다고
믿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은 믿지 못한다.
(Allen 2011, 191)
종속은 자유를 위한 적절한 훈련이 아니다. 힘은 단련을
통해 길러진다.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은 스스로를 위
해 일하도록 훈련하지 못한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교사의 첫
번째 의무가 학생들을 위해 모든 문제를 풀어주거나 정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그들 앞에 던져주고 그
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극복하는지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사
기를 북돋아 자기 안에 내재한 힘을 인식하도록 돕는 일임을
깨닫는다. (Allen 2011, 193)
그(바울사도)는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은퇴를 감
행했다. 그는 모든 지위를 그리스도께 드렸다. 회심자들이
그의 도움 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항상 기뻐했다. 그는 그들
의 자유를 환영했다… 그는 대가 없이 주었고, 그들이 그리
스도안에서 소유한 힘을 활용하는 법을 깨닫도록 자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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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주었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위대한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 믿음은
곧 바울을 승리하게 만든 영적 능력이었다. 그는 성령을 믿
었는데, 단순히 막연한 힘으로서가 아니라 회심자들 안에 내
주하시는 인격체로 믿었다. 따라서 그는 회심자들을 신뢰했
다. 그들의 타고난 선이나 지적 역량을 신뢰한 게 아니라—그
랬다면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이다—그들 안에 내주하시
는 성령을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의탁한 일을 능
히, 그리고 기꺼이 이루실 줄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
분의 교회를 완성하실 것과 회심자들을 세우시고 힘주시며
견고히 하실 것을 믿었다. 그는 믿었고, 믿는 자답게 행했다.
(Allen 2011, 198)
알렌의 말은 오늘날 우리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는 현지교회
의 자립은 곧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자들로부터 자유로
워지는 것이라 믿었다.(3) 그의 다른 주안점은, 성령께서 새로운
회심자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알렌에게 이것은 은퇴나 출구전략을 위한 결정적 분기점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우리는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릴 수 있는가? 바울에 관한 알렌의 말을 기억하자: “그(바
울)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완성하실 것과 회심자들을
세우시고 힘주시며 견고히 하실 것을 믿었다.”
1990년대 중반에 “교회개척운동”(CPM)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
기 시작했다. 데이빗 개리슨은 2004년에 쓴 그의 책(Church
Planting Movements)에서 “교회개척운동에서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역할로 돌
아가는 것”이라며, 롤랜드 알렌의 책을 추천하면서 “선교사
들이 바울의 모델 따르기를 멈추고 식민시대의 모델로 옮겼
다”(Garrison 2004, 268)고 지적한다. 개리슨은 계속해서 “바
울의 선교사 역할은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자신은 아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Garrison 2004,
268)이라고 말한다. 교회개척운동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선교
의 목표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토착교회의 설립이다.

반추와 적용
4자 원리로 돌아가자
4자 원리는 아마도 선교역사상 가장 널리 회자되면서도 가
장 실천되지 않는 원리일 것이다. 1985년 히버트는 기존의 3
자 원리에 자신학화 원리를 추가하면서, 그것은 서구의 제국주
의적 신학이 담아내기 가장 힘든 원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 데이빗 보쉬는 두 가지 바른 말을 했는데, 그는 먼저 히버트
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자신학화는 19세기 선교이론가들이 생
(3) 필자는 이 자유개념을 “창의력 증진”의 선언과 연결한 바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logy 2010, Summer (27:2). http://
www.ijfm.org/PDFs_IJFM/27_2_PDFs/27_2%20Ki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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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지도 못한 원리”(Bosch 1995, 451)라고 말했고, 이어서 “
실제로는 수많은 자신학화 시도가 있었지만 은밀히 진행되어
감지되지 못했고, 대부분 ‘선교교회’ 바깥에서 일어났기 때문
에 선교사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차피 혼합
주의 현상으로 치부되어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Bosch 1995,
452)고 지적했다.
자립원리는 근래 들어 실천적으로 더욱 복잡한 원리가 되었
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시대의 도래 때문이다. 지역경제가 지
역에 머물면서 지구촌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자립원리가 구현되려면 생존하고
지속하는 경제체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선교사
역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할 도전을 우리에게 던진다. 오늘날
효과적인 선교는 영적인 사역과 경제개발을 분리할 수 없는 상
황이 되었다. 그간 전자는 진정한 선교사역으로 인식되었지만,
후자는 실제사역과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사역으로 치부되었
다. 이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선교지에 어떤 유형의 사역자
가 필요하고, 어떻게 선교사를 훈련하며, 우리의 사역을 근본
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는 일이 이 문
제와 결부되어있기 때문이다.
자전원리는 선교구조의 설립으로 구현되어야 한다.[1] 이것
은 2세기 이상 진행된 현대 개신교 선교운동이 간과한 영역이
다. 선교는 서구교회가 감당할 것이고, 선교지에는 지역교회들
을 세우면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이는 심각한 맹점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비서구 선교구조는 대부분 서구의 도움이나
격려 없이 태어났다. 1970년대 들어 드물게나마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게 필자의 관찰이다. 교회개척과 선교운동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선교지에 신앙공동체가 생기자마자
세계선교의 책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문화를 뛰어넘는 사
역을 감당할 상황화된 선교구조를 구축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4자 원칙 전반에 지도력 양성의 개념이 담겨있는 게 사실이
지만, 자치가 지도력 이슈와 가장 직결된 원리이다. 현지 지도
자들의 교육과 훈련은 해묵은 화두이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
면, 혼합주의 및 통제력 상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지도
자 양성에 관한 “바른 내용”의 전달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고
집스럽게 강요해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바른 내용”은 현지상
황에 맞지 않았다. 우리가 내세운 내용이 옳았을지라도, 그 전
달방식 때문에 현지인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그것은 현지인들이 자기네 상황에서 씨름하는 이슈가 아니었
기 때문에 그들의 진리로 소유할 수 없었다.
자신학화는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원리이다. 필자는 앤드류
월즈가 “신학은 신성모독의 위험부담을 안고 진행되는 예배행
위”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학이 하
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
서, 자신학화 원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랄프 윈터가 말한 ‘
복음의 비서구화’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가
지고 있는 신학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전제하면 결코 자신학화
를 구현하지 못할 것이다. 월즈는 말한다: “비서구 교회가 서구
의 지성과 신학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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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성적, 신학적 지도력은 점진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와야 한다”(Walls 2011, 238). 맥스 워렌
은 150년 전 헨리 벤의 전기를 쓰면서 벤의 확신에 대해 이렇
게 언급했다: “그의 관점에서, 서구형식에 매인 토착교회는 비
극이다”(Warren 1971, 26). 월즈는 계속해서 말한다: “안전한
신학이란 없다. 우리에게는 문화적 과업이 있다. 그리스도께
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사상적 전통을 돌파
하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서구 세속사회로 침투하셔야 한다.
우리는 열방을 제자 삼도록 부름 받았다.”(Walls 2011, 240).
열방을 제자 삼는 부르심에 대해서 뒤에 다시 다루고자 한다.
교회개척인가 복음전파인가?
그간의 출구전략은 건강하고 성장하는 토착교회의 설립과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었음이 자명하다. 그 일이 일어나면 선
교사의 역할이 끝나고 목표가 완수되어 현지에서 떠날 수 있
게 된다는 공식이다. 그 단계에서 실제로 떠날지 여부는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교회’를 단 세 번만 언급하셨
음을 감안할 때, 이런 전제가 필자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여겨
진다. 특히 이 주제와 연관성 있게 ‘교회’가 언급된 유일한 경
우는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고 하신 말
씀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지 않았고, 자
신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을 살펴볼 때, 필자는 그가
교회개척을 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우리의 선입견이 바울
의 상황과 방법론을 그런 식으로 풀어낸 게 아닌가 싶다. 바울
은 대부분 회당을 방문하여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
고,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굳게 하고 양육하며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다. 여러 곳에서 그는 장로들을 세웠고, 복음전파를 위
해 일꾼들을 모집하여 선교단을 조직했다. 그는 “내가 너희 중
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
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전 2:2)고 말했다. 바
울의 초점은 그리스도—곧 그가 누구시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데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물론 기존
사회네트워크의 틀 안에 조성된 믿는 자들의 지역모임인 “교
회들”을 인정했다. 따라서 바울의 사역이 교회개척을 중심으
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왕국제자도로 이어지는 복음
전파(gospel planting(4)) 중심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복음전파에서 왕국제자도로
이제 마태복음의 지상명령, 곧 열방에게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
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주목해보자. 마태
복음에 “왕국(kingdom)”이란 단어가 성경의 어느 책보다 많
(4) Band Barnabas의 설립이념 중 하나가 이 주제와 연관된다. “교회
개척이란 용어는 새로운 구조의 창립을 시사한다. 그 ‘교회’가 아무리 상황화
되어도 여전히 현지인에게 생소한 (외부에서 들어온) 새 구조이다. 다양한 차
원의 상황화된 교회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우
선적 관심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복음운동이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
으로 확산되는 일이다,” (Mission Frontiers 2005: September-Octob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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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4회) 나온다는 사실이 “왕국제자도”를 시사한다. 라이트
(N.T. Wright)는 말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가서 장차 예수의
본보기와 가르침으로 빚어질 제자들과 학생들과 추종자들을
양성함으로써 그분의 왕국을 구현할 사명을 받았다.” 우리는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구현할 제자들을 양성해야 하는데, 주
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그 개념이 가장 잘
담겨있다(마 6:9-13).
교회개척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선교
지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편견을 주입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예수를 따르는 방
식에 관한 문화적 성향은 대부분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과 맞
물려 있다. 지역교회는 해당문화의 상황적 산물이고, 또 그렇
게 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특정문화에서의 교회경험이 선교
지 교회에게 특정형태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
리의 초점을 교회개척으로부터 복음전파로 옮기면 특정문화
를 강요하는 교회의 관점을 벗어나 초문화적 왕국패러다임으
로 이동하게 된다. 복음은 왕국의 실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나라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교회의 존재는 하나
님나라에 기초한다. 따라서 왕국의 실재를 품어낸 이들로 하여
금 교회와 선교구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조직하게 하는 것
이야말로 우리의 우선적 과업이다. 우리의 역할은 촉진하고 격
려하며 듣고 배우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굳이 대
답해야 할 경우에는, 그 대답을 우리문화의 상황에 국한시키
되 타자의 대답인양 전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일은 세심한
감성과 큰 겸손이 요구되는데, 그렇게 될 때 토착지도력이 길
러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제한의 기적’ 또는 ‘신적 조바심’
이 작동되는 모습이다.
실제적 차원에서 우리는 귀납적 성경연구를 격려해야 한다.
귀납적 연구는 동등한 동역의 장을 만들어 우리의 역할을 관찰
자나 촉진자로 제한해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종교(기독교)
가 아닌 성경이 최종적 권위이자 표준이기 때문이다.
기타 해야 할 일
우리는 아직 왕국이 구현되지 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성육
하신 것처럼 다가감으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는 현지에 스며들어가 현지인들로부터 겸허하게 배워야 한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달라스 윌러드의 말처럼 그
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실재로 감싸야 한다. 라이트(N.T.
Wright)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들을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
되신 하나님의 이름과 삶과 성품 속에 빠지게 하라.” 우리는 또
한 그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가르침의 목표는 교리적
정확성이 아닌 순종이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인
지도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말콤 노울즈에 의해 널리 알려
진 “자율학습”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다. 자율학습의 반대
는 교사중심 (또는 선교사중심) 학습이다. 노울즈는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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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중심의 학습은 학생이 본질적으로 의존적 존재이며 교사
는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전
제가 깔려있다. 자율학습은 인간의 능력이 계속 자라며 스스
로 이끄는 일이 성숙의 본질적 요소로서 이러한 역량이 최대한
신속하게 길러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전제를 갖는
다”(Knowles 1975, 20). 예컨대, 훈련시키는 자의 목표를 추
구하는 훈련(T4T)은 관계네트워크를 가로질러 신속하게 재생
산하는 교회들과 제자집단들을 세운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
만, 여전히 교사중심의 학습이므로 아직 갈 길이 먼 틀이다. 가
르침과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바른 내용의 전달을 확보
하는 일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다. 1981년 해롤드 풀러가
선교와 토착교회의 관계를 네 가지 발전단계로 표현한 모델(
개척자, 부모, 동역자, 참여자)을 살펴보자. 필자의 생각은 선
교사의 역할이 부모단계를 생략하고 개척자 단계에서 바로 동
역자 단계로 이동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열쇠는 위에 언급한 노울즈의 교수법이다. 또 다른 중요한 열
쇠는 순종의 부르심과 연관되는데, 이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동행해야 할 여정이다. 아무도 다 이루지 못했으므
로 우리는 마치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는 함께 배우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동료들이다.

결론
출구전략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외부 사역자들이 떠나야
할 바른 때를 어떤 상황이 결정하는가? 적시는 앞에서 거론한
선교의 목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출구전략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정리해본다.
향후 지역신앙공동체(교회)와 선교구조의 형성을 염두에 둔
복음전파에 헌신하라.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을 전파하고 있
는가? 이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
한 깊은 성찰과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왕국제자도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의 추종자들 또
는 제자들이 양성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 우리가 역할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시행
하는 “훈련”이 의존심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나라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가?
진지한 귀납적 성경연구가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선
교사가 현지 신자들에게 성경공부를 격려할 수 있지만, 그들
스스로 지속하는 자발성이 필요하다. 선교사는 성경교사의 자
리에서 물러나 현지인들 스스로 질문과 해답을 찾게 하고 성
령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과정을 신뢰해야 한다. 물론
이 일은 현지인들의 모어로 성경전체 또는 일부가 번역되어 있
어야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최소한의 경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는가? 두 가
지 이유로 필자는 경제개발이 가장 큰 도전이라 생각한다. 첫
째는 지역경제와 글로벌 경제간 상호작용의 복합성 및 불확실
성 때문이고, 둘째는 경제개발이 영적 사역의 일부분이라는 사
실에 대한 이해나 확신 부족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영역들과 더불어 왕국제자도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선교의 출구전략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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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한스 큉의 이슬람’
- 한스 큉 저, 손성현 역, 시와진실 사 손창남, OMF 동원디렉터

23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은
내게 너무나 생소한 종교였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도 동
네에서 이슬람 이웃들과 함께 지내기는 했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던 것
이 사실이다. 처음부터 이슬람은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이것저
것을 베껴온 소위 짝퉁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몇
달 전 우연히 한 서점에서 발견한 한스 큉의 ‘이슬람’을 읽으
면서 굉장한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 이 책은 그동안 내가 읽었
던 이슬람에 관한 어떤 책보다 깊이가 있으면서 특별한 신학
적 지식이나 선교학적 지식을 가지지 않은 보통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서술하고 있다.
한스 큉은 이미 가톨릭 신학자이면서도 본질을 추구하는 학
자로서 잘 알려졌다. 그는 또한 일찍이 교회란 무엇이냐는 본
질적인 문제를 다룬 ‘교회’라는 책으로 단순한 가톨릭 신학자
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준 기
독교 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한스 큉은 1979
년 가톨릭교회로부터 이제는 가톨릭 신학자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하는 단죄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20세기의
마틴 루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책의 부제처럼 이 책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이슬람 종교가 앞으로 어
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1. 다섯 가지 패러다임
이 책에서 한스 큉은 이슬람의 역사를 다섯 가지 패러다임
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마호메트 사후 네 명의 칼리파에 의해서 인도되던
초기 이슬람 공동체 패러다임을 말한다. 당시는 아라비아 반
도를 중심으로 하는 몇몇 부족의 새로운 종교로 받아들여졌지
만, 이슬람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상을 나름대로 실현하였다고
보이는 시기다.
둘째는 우마이야 왕조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로 작은 부족으
로 나뉘어 있던 아랍이 연합하여 아랍 제국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소위 수니파와 시아파의 발생 동기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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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압바스 왕조의 시대로서
고전적 이슬람 세계 종교 패러다임을 말한다. 천일야화로 대표
되는 이슬람 최고의 문화를 꽃피웠던 시대, 중세로 접어든 유
럽의 지식이 오히려 이슬람으로 전해지고 보존되는 시대이기
도 한다. 이 시대에는 이슬람의 새로운 신학의 운동들이 활발
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넷째는 이슬람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힘들었던 시대로 서쪽
으로부터는 기독교 국가들의 십자군 원정으로 동쪽에서는 새
롭게 힘을 받기 시작한 몽골에 의해서 위협을 받던 오스만 제
국 시대를 말한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이 시대의 이슬람은 칼
리파나 술탄에 의한 통치보다 울라마와 수피로 대변되는 대중
적인 이슬람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간다.
다섯째는 이슬람 근대화 패러다임인데 유럽의 근대화 속에
서 강대해져 가는 반면 이슬람은 약화를 경험하는 시점에 발
생한다. 인도의 무굴 제국, 페르시아의 샤파비 제국, 그리고 쿠
르크 오스만 제국으로 나뉘게 된다. 이제 이슬람은 서구 근대
화에 반응해야만 하는 소위 이슬람 개혁이냐 아니면 오히려 더
근대 이전으로 복귀를 주장하는 전통주의를 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2. 세 가지 아브라함 종교
이 책은 이슬람의 특징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
브라함을 기원으로 하는 세 가지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이
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1989년부터 1997년
까지 보쉬 기념 재단과 다이믈러 벤츠 재단이 지원했던 “종교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 없다”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기획된 “
우리 시대의 종교적 상황”에 대한 저자 노력의 마지막 마무리
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미 1991년에 ‘유대교’라는 책을, 1994
년에는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썼고, 2004년에 이 책의 저술
을 마침으로써 근동에서 발흥한 세 종교를 모두 다룬 바 있다.
책의 중간마다 세 종교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 각각 어떤 태도
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도록 해 준 것도 독자들에
게 큰 유익을 준다.
한스 큉은 이슬람은 기독교와 유대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
았다고 믿는다. 기독교라고 할 때 한스 큉은 분명히 두 갈래의
기독교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유럽으로 건너간 기독교 -그
는 이 기독교를 이방 기독교라고 부른다-와 또 하나는 유대인
들 사이에 있었던 기독교 -이것이 오히려 더 초기의 기독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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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첫 제자
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이다. 바로 이 유대적 기
독교가 이슬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
다면 유대교와 유대적 기독교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다시 유대
적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많은 공통점으로부
터 나타나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 종교를 바라볼 수 있다는
희망을 한스 큉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수 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세 종교의 역사와 오늘날까
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신적인 힘 분석 할 뿐만 아니라 미
래에 대한 전망을 끌어낸다. 사실 한스 큉이 이 책을 서술한 목
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그것은 세 종교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단순한
종교 사이의 대화만을 주장하는 피상적 에큐메니칼적인 태도
가 아니다. 그가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에 대한 현
재 나의 견해는 수많은 연구와 경험의 산물이다.” 그는 이슬람
의 진보적 신학자와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보수적인 신학자들
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유대교 내의 진보적, 보수적
신학자들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다.
3. 쉬운 서술방법
책이 1,270쪽에 달한다. 처음 책을 보았을 때 이 책을 언제
다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일반 독자들이 읽어도 전혀 지루
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전개해 내고 있다. 특
별히 이슬람의 신앙의 본질이나 과거 발생과 관련된 역사만 아
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의 변화들을 현재 우리가 겪
고 있는 많은 사건과 연결해서 날카롭게 설명하고 있다. 그뿐
만 아니라 앞으로 이슬람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
망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그는 이슬람을 해부하면서도 비
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슬람이 다원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어
떻게 세속주의는 피하면서 세속화 과정을 가야 하는지도 분명
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사이의 긴장
과 갈등이 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 종교가 평
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술한다.
세 종교는 모두 풍부한 정신적, 윤리적 자산을 갖추고 있으
면, 거기에 기초하여 엄청난 미래의 잠재력이 있다.
세 종교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더 큰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세 종교가 함께 힘을 모으면 더욱 평화롭고 더욱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공헌을 할 수 있다.

이해를 하고 있던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도 엄청난 유
익을 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모든 독자
가 수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새로
운 관점에서 이슬람을 이해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개인적 회상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이슬람에 대해서 가지
고 있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하나는 이슬람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
이었다. 나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
었다. 그것은 이슬람의 세속화가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그 세
속화를 서구화와 동일시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신자들이 세계
에서 테러를 통해 이를 저지해 보려고 하지만 거대한 물결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궁금했다.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와 대화하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다. 그 선교사
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하
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스 큉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답을 하고 있고 그 답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큰 위로가 되었다.
또 하나는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만난 톰 신부님이
라고 하는 분이다. 몇 년 전에 작고하셨지만 살아계셨다면 현
재 84세가 되었을 테니, 나이로만 따진다면 이 책의 저자 한스
큉과는 일 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분이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이분을 만나서 대화하면 가톨
릭 신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
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다. 4년 전에 주님의 품
에 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조이 사
역의 자문으로 도와주셨다.
이 분의 전력도 63에서 66년 사이에 바티칸에 가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고 인도네시아에 와서 가톨릭 신부들을 길러 내
는 교수로 오랜 시간을 보낸 분이다. 그러니 족자의 톰 신부님
과 한스 큉이 서로 아는 사이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다. 이분은 가톨릭 신자였고, 가톨릭 사제였고, 선교사였지만
매우 특이한 분이었다. 톰 신부님은 족자의 개신교 신학교에
서도 강의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거의 최고의 수준으로 알려
진 족자의 이슬람 신학교에서 강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기
했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슬람에 대한 나의 이해
가 너무 얄팍했기 때문에 나는 신부님께 왜 이슬람 대학에서
가르치며 무엇을 이슬람 대학에서 가르치는지 물어보지도 못
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은 톰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왜 진작 그분과 이슬람에 대한 대화를 좀 더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 책은 이슬람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
하고 싶다. 하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그동안 막연하고 피상적인

‘한스 큉의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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