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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천천히 그러나 세밀하게

이번 호가 세 번째다. 기본적인 포맷은 유사하지만 지난 두 번과는 다르게
접근했다. 지난 두 번은 몇 달 동안 있었던 주요한 논의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서 실었다. 다양한 논의들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깊이 있게 주제를 다루
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호에서는 논의된 글
몇 개의 전문을 다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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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2013 방콕포럼과 코딤넷(KODIMENT)에서 상
당히 의미 있는 글들이 발표되었다. 방콕포럼은 “선교지의 입장에서 본 한국
교회 선교동원”의 주제를 다뤘다.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동원은 교회의 입장과
현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동원은 좀 더 실제적
이고, 사역 중심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독자들은 선교현장에서 본 한국교회
선교동원의 과제에 대한 글과 선언문을 통해서 선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동
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럽은 과연 선교지인가’라는
명제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다. 이것과 관련되어 발제된 글을 실
었다. 2013코딤넷에서는 유럽의 상황에 부닥쳐 있는 한인교회들의 선교적 과
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장시간 논의한 것이 교회의 선교로드맵이
다. 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발전해 가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세밀하
게 논의했고, 그 결과를 실었다. 이번에 만든 선교적 교회로드맵을 일종의 첫
시도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 선
교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이슬람선교인데, 한국교회의 이슬람선교 방향에
대한 발제문도 실었다. 그 외에도 ‘불교권 바로 보기학교’가 처음으로 2013년
봄 학기에 개설되었다. 불교권 복음화 방안에 대한 글을 실었다. 또한, 6월 말
에 열린 ‘아시아 교회지도자 포럼’(ACLF)에서 중국교회와 선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리포트와 평가를 실었다. 이제는 세계교
회에서 중국교회의 위치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북리뷰로 랄프윈터 박사의
‘비서구선교운동’을 택했다. 오래전에 영어로 쓰인 책이지만 최근에 개정판이
번역되었는데 오늘날의 세계교회가 비서구중심으로 간다는 혜안을 가진 저자
의 통찰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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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권 바로알기 학교’의 취지와 배경 이용웅
ACLF 리뷰

아시아기독지도자 포럼 한철호
북리뷰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선교는 찬찬히 생각해보며 가야 하는 일이다. 이
제 한국선교는 서둘지 말고 뒤돌아보며 내다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본
잡지가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감당했으면 좋겠다.
한철호, 선교한국파트너스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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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교회
오정호, 위클리프 미국 Korean Church Engagement

1.5세가 본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변화
1980년대의 상황
필자가 미국으로 이민 온 1970년대에는 이민교회 안의 장
년과 청소년들이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모두 한어를 사용했
다. 1980년대가 되자 미국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새로운 세대(
영어가 더 편한 자녀들)가 나타났고, 처음에는 그 숫자가 적었
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수가 늘어나 급기야는 새로운 세
대가 교육공간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어를 사용
하지 않고 영어만을 사용하였다. 1990년대가 되자, 영어권 세
대의 숫자와 그들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한어권 세대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졌다. 다른 문화와 언어권에 속한 이 두
세대 사이에 스트레스와 갈등이 발생하자, 문제해결의 방안으
로 이민교회는 한어부(KM: Korean Ministry)와 영어부(EM:
English Ministry)로 나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영주 이
민자가 감소한 추세로 인해 이민교회 지도자들은 1세 이민교
회의 감소에 대한 고민과 긴장감을 느꼈다. 이민교회 지도자
들은 2000년대에 다가올 미래의 이민교회 안에는 영어권 세
대의 숫자와 나이가 더욱 많아지고 한어권 세대는 노화/퇴화
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영주이민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한 이민교회는 한어권이 노
후하고 은퇴함에 따라 영어권이 이민교회를 책임지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존하는 이민교회는 90년대에 예측한 21
세기의 이민교회와는 그 모습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본 글에
서는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미주 한인 디
아스포라 교회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970년대의 상황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가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2010(1)에 공개한 이민통계에 따르면, 1950-1979년
의 기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950-1959년: 4,845명;
1960-1969년: 27,048명; 1970-1979년: 241,192명으로 보고
되었다(2). 이 시기에는 이민 초기에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우
기 시작한 어린이들만 영어를 사용했고 장년과 청소년들이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모두 한어를 사용했다.

(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20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2011, http://www.
dhs.gov/xlibrary/assets/statistics/yearbook/2010/ois_yb_2010.pdf
(2)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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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민 온 1970년대와 80년대 이민교회를 돌아보면
중,고,대학부를 올라가면서 한어예배가 영어예배로 바뀌는 것
을 보았다. 즉, 1980년대에 영어가 더 편한 자녀들이 나타났
고, 처음에는 그 숫자가 적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수가
늘어나 급기야는 새로운 세대가 교육공간을 다 차지하게 되었
다. 그러나, 80년대에 새로운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었다. 1980-1989년의 기간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322,708명으로 보고되었다(3).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래지
않아 이 새로운 세대(영어권)가 교육공간을 모두 다 차지한다
기 보다는 다수인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이민자들로 인해 몇몇 큰 교회에서는 영어로만 드리던 교육부
예배와 함께 한어 교육부도 다시 시작했다. 한어와 영어 전도
사를 별도로 채용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대규모의 교회들만이
한어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1990년대의 상황
1990년대가 되자 영어권 세대의 숫자와 나이가 많아지면
서 한어권 세대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다른 문화
와 언어권에 속한 이 두 세대 사이에 스트레스와 갈등이 발생
하자,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이민교회는 한어부(KM: Korean
Ministry)와 영어부(EM: English Ministry)로 나뉘게 되었
다.
첫 영어권 사역(EM)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시작
되었다. 1980년대에 새로운 이민은 계속되었지만 1990년대부
터 영주이민이 줄어들면서 (이민총계: 1990-1999년: 179,770
명(4)) 한어부 주일학교가 금명간 불필요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영주이민의 관점에서만 판단한 오류였다. 한국
과 미국을 오가면서 신고하는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 for Nonimmigrant Visitors (비영주 이민자 입출국
신고서) 통계를 보면 이민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비영주/비거주 이민(I-94)의 규모가1985년에 91,000번 미만
이었던데 반해 1996년에는 850,000번으로 늘어났다(5). 불과
(3)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2010, 8.
(4)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2010, 8.
(5)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200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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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 년 만에 9배로 수직상승한 것이다. 21세기 들어 비 영주/
비거주 이민의 수는(6) 매년 평균 970,000번을 웃돌고 2011년
에는 1,460,000번을 넘었다(7) (표 1 참조). 21세기 한 해(2011
년)의 비 영주/비거주 이민의 총계가 영주이민의 최고조에 달
했던 1980년대 전체(10년) 영주이민 총계의 4.5배가 되는 셈
이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 영주이민의 수는 급감했지만, 비
영주/비거주 이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
표 1: 한국인의 입출국 신고서 (I-94) 통계
년도

총계

유학비자

단기노동비자

종교 비자

2000

807,083

79,549

26,298

576

2001

841,905

88,742

29,545

662

2002

804,460

93,687

32,229

839

2003

840,162

103,895

34,885

1,033

2004

828,967

108,992

38,578

1,045

2005

876,563

117,755

41,101

1,237

2006

942,350

135,265

45,106

1,279

2007

1,028,253

155,178

48,739

1,379

2008

1,007,466

163,845

46,462

1,438

2009

906,006

146,468

40,781

1,546

2010

1,332,387

172,532

74,700

1,780

2011

1,460,972

159,218

83,080

1,516

Total:

1,525,126

541,504

14,330

1990년까지는 영주 이민이 많았다. 하지만, 그 이후는 영주
권 이민은 줄어들고 유학생이나 단기 노동비자, 방문비자 등
비 영주 이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이민교회 지도자들은 이민이 줄어들면 한인 교회
도 줄어들게 되고(도표1, 도표 2(8) 참조), 2000년대에 다가올
미래의 이민교회 안에는 영어권 세대의 숫자와 나이가 더욱 많
아지고 한어권 세대는 노화/퇴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
다. 그리고 영주이민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1990년
대의 현실을 감안한 이민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는 고민을 하면서 한어권이 노후하고 은퇴함에 따라 영어권이
이민교회를 책임지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오
히려 비 영주 이민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에 영주 이민이 계속 줄어들면서 한어부 주일학교가 불필요해
지고 교육부 전체가 영어권으로 바뀔 줄 알았지만, 비영주 이
민의 가세로 미국 내 한인 거주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
어권 주일학교가 정착되었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2010, 68.

(6) Randall Monger and Megan Mathews, Nonimmigrant Admissions to the United States: 2010,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Policy
Directorat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www.dhs.
gov/xlibrary/assets/statistics/publications/ni_fr_2010.pdf, 2 defines
nonimmigrant admissions as referring to the “number of events (i.e.,
entries into the U.S.) rather than individuals.”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in any given fiscal year, the count of admissions will always
exceed the number of individuals arriving since an individual might
enter the United States multiple times in a year. For exampl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http://www.dhs.gov/files/statistics/publications/yearbook.
shtm, accessed on 3 May 2012, reports that in 2004 of the 30. 8 million
I-94 admissions recorded, only 25.8 million (83.8 percent) individuals
entered the United States. In 2005 and 2006 U.S. DHS reports that
of the 32.0 million and 33.7 million I-94 admissions recorded respectively, only 26.9 million (84.1 percent) and 25.8 million (76.6 percent)
individuals respectively entere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fiscal
years 2004-2006, of the 96.5 million total I-94 admissions recorded,
only 78.5 million (81.3 percent) individuals entered the United States.
The U.S. DHS has released data for nonimmigrant admissions (I-94
only) by number of admissions and number of individuals only for the
fiscal years 2004-2006.
(7)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201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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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sil Suh, ‘4096 Korean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Christian Today, (Los Angeles) 5 January 2012, http://www.christiantoday.
us/sub_read.html?uid=19600&section=section12&section2, accessed
on 8 Jan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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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의 상황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영주 이민은 줄어들었지만 비영주/
비거주 이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미국 내 한인 거
주자의 수가 증가했고 한어권 세대의 연령층은 그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미국을 목적지로 하는 한국인의 입국 목적을 자세히 살펴
보자. 2000년에서2011년 사이에 유학비자를 받고 미국을 입
국한 한국인의 총계는 1,525,126번이었고, 최고조에 달했던
2010년 한 해 만도 172,532번이 기록되었다. 같은 기간의 단기
노동 비자는 541,504번이었다 (표 1 참조). 그러나, 같은 12년
간 나타난 영주권 취득자의 숫자는 260,054명에 불과하였다 (
표 2 참조). 최고조에 달했던 2010년 한 해의 유학비자 입국 건
수가 지난 12년에 걸친 영주권 취득자의 66%에 달하는 셈이
다. 또한, 2006년-2011년 기간 동안 영주권 취득자 총 144,367
명 중 78.6%는 유학비자나 단기 노동비자를 받고 미국에 온 이
후 체류신분을 변경(Change of Status(9))하였고 불과 21.4%
인 30,876명(표 2 참조) 만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이
민(New Arrivals)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Legal Permanent Resident Flow: Fiscal Years 2000-2011(10)
영주권 취득자 통계
New
Arrivals

한국인의 영주권 취득자 통계

영주권취득자

2000

841,002

407,279

48.4

15,721

2001

1,058,902

411,816

38.9

20,532

2002

1,059,356

384,289

36.3

20,724

2003

703,542

358,333

50.9

12,382

2004

957,883

373,962

39.0

19,766

2005

1,122,257

383,955

34.2

26,562

2006

1,266,129

446,881

35.3

24,386

5,614

23.0

2007

1,052,415

431,368

41.0

22,405

5,339

23.8

2008

1,107,126

466,558

42.1

26,666

5,229

19.6

2009

1,130,818

463,042

40.9

25,859

5,054

19.5

2010

1,042,625

476,049

45.7

22,227

4,397

19.8

2011

1,062,040

481,948

45.4

22,824

5,243

23.0

6,661,153

2,765,846

41.5

260,054

30,876

21.4

Total

%

영주권취득자

New
Arrivals

년도

%

(9) For Legal Permanent Resident data for SouthS Korea,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leased only the total LPR numbers up to the year 2005. Starting with the year 2006 LPR data, U.S. DH
released LPR numbers in two separate categories: newly arrived and
adjustments of status.
(1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http://www.dhs.gov/files/statistics/publicat
ions/yearbook.shtm, accessed on 3 May 20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rchives, http://www.dhs.gov/files/statist
ics/publications/archive.shtm#1, accessed on 3 May 2012.

4

결론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 미국 내 한인 거주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학생과 젊은이의 증가로 인해), 한어권 세
대의 연령층은 과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따라
서, 한어권이 노화하고 은퇴함에 따라 영어권이 이민교회를 책
임지게 되리라는 생각은 잘못이며 영어권 사역(EM)은 한인교
회의 한 부서로 지속적으로 남게 되었다. 21세기 들어, 이민교
회의 무게중심은 영주 이민가정으로부터 비 영주 이민가정으
로 옮겨가고 있다.
21세기에 현존하는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이슈
1970년대에서 80년대(3rd Wave: 가족 영주 이민자)에 영
주 이민을 온1.5세들이(11) 영어권이 되면서 EM이 필요했듯이,
21세기(4th Wave: 비영주/비거주 이민자)에 이민 온 1.5세들
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어권이 되면서 EM의 수는 계속 증
가할 뿐 아니라 EM의 평균연령도 높아졌다. 위에서 본 통계
를 고려할 때,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 EM교인의 숫
자가 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인가? 그것은 미주 한인 디아스포
라 교회 안에 ‘블랙 홀’이 생겨났기 때문인데, 이 뒷구멍을 통
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다수의 EM 교인을 잃고 있다. 이
현상을 바로 ‘조용한 출애굽’(Silent Exodus)이라 부른다. 물
론 한인교회를 떠난다고 다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아니다. 많
은 영어권 한인들이 한인교회를 떠나 미국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현상이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안의 연속성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속히 이 구
멍을 막거나 줄여서 EM 교인의 누수를 방지하거나 억제할 대
안을 찾아야만 한다.
또한, 21세기의 유학생 통계를(12) 더 자세히 보면 약 25%가
기혼이고 75%는 미혼으로 추정된다(13) (표3 참조). 하지만, 이
75%는 영어권이 아닌 한어권이어서 시설과 인력 면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한어권과 영어
권 교육부 예배와 성경공부 시설이 둘 다 필요하고, 사역자와
교사들이 두 부서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11) 여기서 1.5세란 한국에서 태어나 최소한 초등교육을 1-2년 받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의미한다.
(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http://www.dhs.gov/files/statistics/publicat
ions/yearbook.shtm, accessed on 3 May 20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rchives, http://www.dhs.gov/files/statist
ics/publications/archive.shtm#1, accessed on 3 May 2012.
(13) Since F2, J2 or M2 visas are spouses and dependent children
of F1, J1 or M1 visas, they are not primary visas. At minimum, a one-toone correspondence of F2, J2 or M2 (14.6%) visa admissions to F1, J1 or
M1 (14.6 percent) visa admissions would total 29.2 percent, a maximum
percent of secondary student admissions, leaving 70.8 percent of the
total admissions of single students and exchange visitors. A multiple
secondary family visas associated with one primary student visa would
indicate a higher percentage than 70.8 percent of the total admissions
recorded of single students and exchange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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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한국인의 유학생 I-94 통계
년도

F1, J1, M1

F2, J2, M2

% of Total

2000

64,484

15,065

18.9

2001

72,502

16,240

18.3

2002

77,096

16,591

17.7

2003

85,536

18,359

17.7

2004

91,265

17,727

16.3

2005

100,296

17,459

14.8

2006

116,220

19,045

14.1

2007

133,599

21,579

13.9

2008

143,321

20,524

12.5

2009

128,723

17,745

12.1

2010

149,453

23,079

13.4

2011

139,637

19,581

12.3

Total

1,302,132

222,994

14.6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영어권 사역자들이 너무 없다. 실
례로 종교비자의 경우를 보면, 지난 12년 사이 종교비자로 미
국을 입국(I-94)한 한국인의 총계는 14,330번이다 (표1 참조).
이 중 대부분이 한인 목회자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
들 중 많은 분들이 미국에 유학 온 상태에서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들로 추정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필자는 미국의 주요 신학
교 (Southwestern, Golden Gate, Trinity, Gordon Conwell,
Talbot and Fuller) 교수들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해서 한
인 재학생의 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위에 나열한 신학교들에
는 2,000명이 넘는 한인 유학생 및 한어권 1세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Personal Correspondence, 2007).
또한, 미주 한인 신학교에 재학 중인 신학생들까지 합하면
한어권 목회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미주 한인 신학교는
남가주에만 30여 개에 달하는데, 그 중 11개 신학교에서 2009
년에 배출한 졸업생이 333명에 이른다고 미주 중앙일보는 보
도했다(5/13/2009). 11개 신학교에서 배출한 졸업생이 300명
이 넘는다면, 30여 신학교 전체를 합하면 남가주에서만 매년
적어도 500여 명의 한어권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것으로 예측
된다. 뉴욕, 버지니아, 필라델피아, 아틀랜타, 시카고 등 한인
교회 밀집지역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이다.
2000년에 2,988개였던 북미주 한인교회의 수는 2006년에
4,182개로 증가했다 (도표 3 참조). 불과 6년 사이에 1,194개의
교회가 늘어난 것이다. 북미주 한인교회의 수가 5,000개를 돌
파하는 게 시간문제인 듯했다. 그러나 2007년에 오히려 4,148
개로 감소하였고, 미주 크리스찬 투데이는 2008년 1월에 “북
미주 한인교회 성장세 기우뚱”이란 기사를 냈다(14).
(14) Insil Suh,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Slowing Down?’, Christian Today, (Los Angeles) 1 January
2008,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11841&section
=section12, accessed on 3 May 2012.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교회

이 기사에 따르면 교회 감소의 배경은, 첫 번째 후임자 청빙
이 여의치 않으면 스스로 문을 닫거나 타교회와 통합한다. 주
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청빙에 어려움을 겪는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 천명이 넘는 한인 유학생 및 한어권 1세
들이 다양한 미국 신학교와 한인 신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시
골교회는 가려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제는 구멍가게 식의 개
척교회를 한인성도들이 외면한다. 이미 거론한대로, 조기 유학
생의 유입으로 이민교회에 엄청난 시설과 인력 부담이 발생했
다. 교인들은 구멍가게 식의 개척교회보다는 교육시스템과 시
설이 잘 갖춰진 교회를 찾고 있다. 세 번째, 이민연륜이 깊어
지면서 1.5세와 2세, 3세 등 영어권 한인인구가 많아져 비한어
권 교회의 출석이 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블랙 홀’과 연관
된 현상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동안에 1990년대부터 우리의 1.5세와 2세들은
한인교회를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자신과 가정에 대한 정체성으로 고민
하면서 한인교회를 다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돌아오는 이들을
품어주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 교회를 떠날 것이며 한인교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다. 이들을 받아주기 위한 영어권 일군이 너무
나 부족하다. 미 전국을 합쳐야 몇 백 명이 안된다고 한다. 상
황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다.
1.5세 이중언어권 사역자가 없다는 의미는 EM 회중만의 문
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KM 회중에도 타격을 준다. 미주 출신
차세대 사역자가 없다는 말은 앞으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차세대 교체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토론토영락
교회(캐나다), 열린문장로교회(버지니아), 동양선교교회(남가
주), 기쁨의 교회(필라델피아), 필그림교회(뉴저지), 남가주사
랑의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1.5세 KM 담임목사
들은 90년대 초에 EM에서 사역하던 미주 출신 사역자들이다.
하지만, 미주 출신 차세대 사역자의 부재로 인해 앞으로는 더
이상 1.5세 출신이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KM 담임목사
로 청빙되어 가는 사례는 없을 전망이다.
최근들어,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미주 출신 목회자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가는 것을 보면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
체는 커다란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에서 미주 목회자들을 ‘뺏
어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마음과 함께 배신당한 느낌까지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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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분들의 바
통을 이어받을 미주 출신의 이중 언어 사역자들이 없다는 것
이다. 이들이 사임하거나 은퇴하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
은 2000년대의 유학생 출신이나 유학 경험이 있는 사역자를
한국에서 청빙하게 될 것 같다(15).
위의 I-94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한국인의 I-94 총계 수와 유학생과 단기 노동 비자 수
는 10%넘게 줄어들었지만 유일하게 종교비자 수는 7.5%나 증
가했다. 또한 미주한인교회도 2008-09년에 대비해 2010년에
성장했다 (도표 5 참조). 미주 크리스찬 투데이는 2011년 1월
기사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국경기 침체로 인해 한인교
회들의 폐쇄, 교회간 통합, 가정모임으로의 변환, 2-3개 교회
들의 예배당 복합적 사용 등이 두드러졌고 이로 인해 미주 내
한인교회의 ‘정체’ 또는 ‘쇠퇴’를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줄
어든 교회 수 보다는 지난 1-2년 사이에 개척된 교회들의 교단
가입, 지역교회 협의회에 정식 회원으로 등재되는 등, 새 리스
팅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1.69%라는 ‘완만한성장’곡선
을 보여주었다.”(16)
그 기사는 ‘완만한 성장’곡선은 개척된 교회들의 교단가입
등 새 리스팅이 늘어난 이유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증
상을 설명한 것이지 성장의 근본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장의 근본
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해답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지만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2000년대에 4th Wave에 이민
온 비 영주/비거주 이민자들의 유입과 4th wave를 통해 넘쳐
나는 유학 신학생 출신과 미주 내 한인신학교 목회자의 공급
으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완만한 성장’곡선을 보였
다고 할 수 있다 (도표 4, 도표 5 참조). 그러나 1세 한인 디아
스포라 교회가 ‘완만한 성장’곡선을 보이는 가운데 미주 출신
으로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역자는 가뭄에 콩나듯한 현실이다.
한 마디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한 다음 세대 리더
십이 없다는 말이다. 앞으로의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후임으로 현재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중이나 아니면 유학경
험이 있는 목사를 한국에서 청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17).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내에서 더 이상의 자체적인 차세
대 교체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15) 빛내리교회(달라스), 와싱톤 중앙장로교회, 나성영락교회 등이 이
미 담임목사를 한국에서 청빙했다.
(16) Insil Suh, ‘5,634 Korean Churches in 80 Countries’, Christian Today, (Los Angeles) 5 January 2011, http://christiantoday.us/sub_
read.html?uid=18211&section=section12, accessed on 3 May 2012.
(17)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21세기는 글로벌
과 로컬이 연결되는 글로컬 시대이다. 비행기를 타면 세상 어느곳이든지 하
루, 이틀이면 갈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어느 누구와 통화할 수 있다.
글로컬 시대에 한국교회가 글로컬 무대에서 세계교회와 연결되는 것은/연결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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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앞으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필자는 KM과 EM 모두 각각
당면한 이슈가 있다고 본다. KM의 이슈는 다중세대 (multigenerational) 사역이고, EM의 이슈는 다중종족(multi-ethnic) 사역이다. 한 가지 핵심적 요소는 멘토링을 통한 지도력
양성이다. 다중세대 및 다중종족 사역을 묶으려면 아마도 다중
장소(multi-site) EM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중장소 EM이란 한인이 주류를 이루는 EM 회중이 KM과 동
일한 장소에서 모이고, 동시에 다른 장소(off-campus)에서 다
중종족 EM이 모이는 방식이다. 다중장소 목회자들은 한 팀으
로 동역한다.
또 하나의 대안은 다중장소 KM이다. 다중장소 KM 방식은
별도로 EM 사역의 재정을 지원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이민교회
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같은 지역에 있는 (또는, 같은 교단에 속
한) 몇몇 교회들이 손잡고 지리적 중간지점에 전임 EM교회를
함께 세우고 재정을 분담하도록 권하고 싶다. 동역하는 교회들
은 그들의 EM 회중과 교육사역자들이 새롭게 개척한 EM 교
회에 보내 거기서 예배와 제자훈련이 일어나도록 한다.
한편, 새로 개척된 EM 교회는 교육사역자를 잘 훈련하여 주
일마다 그들을 지원한 KM교회들에 되돌려 보내 섬기게 한다.
이런 방식이 가능해지려면 새로 개척한 EM 교회의 예배를 토
요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중장소 EM과 다중장
소 KM이 이민교회가 당면한 다중세대 및 다중종족 이슈에 대
한 해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John_Oh@wyclif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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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교동향에 따른 동원개념의 변화
정민영, 국제위클리프 (Wycliffe Global Alliance)

세계선교의 최신동향 중 상호 연관된 네 가지 흐름—선교
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이원론적 선교에서 총체적 선
교로, 동원에서 참여로, 과업 파트너십에서 킹덤 파트너십으
로—을 중심으로 동원개념과 선교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
해야 할 것인지 논하고자 한다. 처음 두 흐름은 교회와 선교의
본질과 연관된 것이고, 나중 두 흐름은 파생적 혹은 적용적 관
점이라 할 수 있다. 각 동향에 관한 미시적 설명보다는, 그것
이 기존의 동원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선교적 교회는 교회연합운동 쪽에서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되
어 왔던 이슈인데,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본격
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의 의
미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게 사용되고 있는데,(1) 여기서는 선교
행위(doing missions)보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 및 자질에 초
점을 맞추는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선교적(missional)이
라는 형용사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지역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
이나 보내고 예산의 몇 %를 선교헌금에 할애하며 얼마나 많은
선교현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그 교회의 관점과 태도, 가치관, DNA가
선교적인지 여부에 주목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신학적으로, 이것(선교적 교회론)이 올바른 관점의 교
회론이기 때문이고,(2)
• 상황적으로,(3) 냉전 종식 이후 지구촌 인구이동이 급증하
면서 발생한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이 선교지와 선
교사 파송국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지역교회는 ‘다가
온 땅끝’에 대한 ‘문밖의 선교’(world mission at your
doorstep)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실천적으로, 지역교회가 건강한 선교적 존재(being)가
(1) 그간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이 나왔는데, 2012년 12
월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발행한 부정기간행물 현대선교 14호에서 그간
의 흐름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문상철 편, 선교적 교회, 현대선교 14. 한국선
교연구원, 2012.
(2) 이 관점에 도움이 되는 참고도서: Patrick Johnstone.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The Unfinished Work of World
Evangelization. Christian Focus, 1998. 이창규/유병국 공역. 교회는 당신
의 생각보다 큽니다. WEC출판부, 1999.
(3) 반세기 전 선교적 교회론이 태동한 배경이 상황적이었다. 이 개념
을 최초로 제기한 Leslie Newbigin이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
아오니 다양한 인종의 유입으로 고국이 선교지로 변한 사실을 깨닫고 지역교
회가 선교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다.

새로운 선교동향에 따른 동원개념의 변화

되지 않은 채 선교적 행위(doing)에 몰두하는 것은 오히
려 선교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라는 명목으로
아무나 무슨 일이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식의 선교
지상주의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동원가는 지역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 지역교회로 하여금 더 많은 선교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기
보다 건강한 선교적 자질을 갖추고 전략적 선교에 집중
하도록 도와야 한다.
• 특정 지역교회가 처한 독특한 선교적 기회와 도전을 분
석하고 대처하도록 돕는다.
• ‘해외’라는 지리적 관점보다 ‘타문화’라는 관점을 개발
하도록 돕는다.
• 해외선교와 주변 타문화 사역이 균형 있게 병행되도록
돕는다. 주변의 타문화 사역은 그 자체로 전략적인 선교
일 뿐 아니라, 지역교회의 선교적 근육을 키워—타문화
지수 향상, 타문화사역 경험축적 등—해외선교의 성취도
를 높여주는 양약이 될 것이다.

이원론적 선교에서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로(4)
증거(witness)는 전도(evangelism)를 포함하지만 보다 근
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일부 복음주의 교계는 ‘증인의
사명’을 ‘전도의 책임’으로 축소하는 오류를 범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신뢰도는 우리가 구현하는 삶을 통해 뒷받침되
며, 단순한 ‘말’이 아닌 ‘말과 행실’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은 세상의 빛과 소금
으로 구현되는 우리의 현존이 복음의 선포와 병행되어야 한다
고 선언하며, 로잔언약을 기안한 스토트(John Stott)는 증인
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포(proclamation)와 현시(demonstration)의 두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5) 선포
가 증거의 원심적 측면이라면, 삶을 통한 현시는 증거의 구심
적 측면이다.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선교로서의 사업’(Business as Mis-

(4) 총체성의 다양한 영역(참고: www.lausanne.org/
docs/2004forum/LOP33_IG4.pdf ) 중 본고의 취지와 직결되는 총체적
증인의 이슈만 한정적으로 다룬다.
(5)
John R. 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IVP, 1975. 김명혁 역. 현대기독교선교. 성광문화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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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이다.(6)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운영한다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대부분의 세상사업과의
차별화(거룩)를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셈이고, 세
상으로 하여금 복음의 탁월성에 주목하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
할 것이다. 즉, 언어와 비언어를 망라한 총체적 메시지로 복음
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입을 열어 복
음을 전하든 입을 다물고 일에만 열중하든 모종의 의사전달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셈인데, 세상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
로 사업하면서 성경공부나 직장예배를 추가한다고 기독교사
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할 것인지도 중요
하지만, 어떤 자세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총체적 선교의 개념이 요구하는 동원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 남은 과업의 이슈는 양이 아닌 질임을 인식하고 다다익
선의 무차별 동원개념을 떠나 진지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준비 안된 백 명보다 준비되고 검증된 한
명을 선교현장으로 보내야 한다.
•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식의 무례한 일방통행이나 타종
교권에 대거 몰려가는 ‘땅 밟기’ 식 동원을 멈추고, 지역
사회와 신앙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으로 검증된 일꾼들을
적재적소로 연결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면에
서, 다중 문화, 언어, 인종 상황에 처한 한인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다.
• 종교적 행위로서의 전도/선교보다 삶과 신앙인격이 뒷
받침되는 총체적 증거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7) 위에
서 거론한 선교적 교회는 이 문제와 직결된 핵심이슈인
셈이다.
• 동원가 자신의 통합된 성품과 언행일치(integrity)가 건
강한 선교운동의 관건이다.

동원(mobilization)에서 참여(engagement)로
지역교회의 체질이 선교적으로 변하는 것보다 세계선교의
완성을 위해 더 전략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교회의 선교적 무
관심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선교단체 중심의 서구선교 패
러다임이 20세기말 새롭게 시작된 비서구선교운동에 전이되
는 것을 피하기는 힘들었겠지만,(8) 결코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
은 아니었다. 지난 30여 년간 어정쩡하게 선구선교를 따라가
던 비서구교회는 지역교회와 분리된 선교운동의 한계를 절실
히 깨닫게 되었다. 한편, 급속히 쇠퇴하는 서구선교의 대안으
로 비서구선교운동의 급부상을 기대하던 서구교회 역시 서구
(6) 자세한 개념은 2004년 로잔운동(LCWE)이 발행한 The Business
As Mission Manifesto (Occasional Paper No. 59)를 참고하라.
(7)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모인 선교한국 2012 대회는
이런 관점에서 '증거행위'보다 '증인됨'에 초점을 맞추는 중대전환을 이룬 대
회였다. 2010년 대회에서 성경강해로 섬긴 David Zac Niringiye 주교는 같
은 맥락에서 선교운동이 ‘go paradigm’에서 벗어나 ‘follow paradigm’으
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We Need to Rethink, http://www.
christianitytoday.com/globalconversation/january2010/response2.
html?start=1)
(8) 비서구선교운동이 태동하면서 참고할만한 유일한 모델이 서구선
교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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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선교운동의 문제를 통렬히 인식하게 되었다.(9) 결국 교회에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채 선교단체들끼리 노력한다고
지상명령이 완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교회의 영
적/인적/물적 자원을 끌어들여 선교단체가 사역을 주도하던
‘동원’의 개념을 내려놓고 지역교회의 선교적 DNA를 강화하
여 함께 과업을 완수하는 참여모델로 선회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요구하는 동원가 역할의 변화를 아래 도표를 중
심으로 설명해본다:(10)

Mobilization

Engagement

Get resources from the
Church

Service to the Church

What the Church should do
with/for us

Seeking the passion of the
Church

Emphasis on Mission Agency

Emphasis on the Church,
Kingdom of God

Programs & projects

Process

Impersonal; mainly goaloriented

Relational; mission community

• 교회에서 자원을 뽑아가는 틀에서 교회를 섬기는 틀로
전환한다.
• 선교단체에 대한 교회의 책임보다 교회의 선교적 열정과
헌신에 초점을 맞춘다.
• 선교단체 중심에서 교회 및 하나님나라로 강조점을 이
동한다.
•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끌어내기보다 동역과 참여의 과정
을 중시한다.
• 비인격적 목표지향성을 포기하고 지역교회와 신뢰의 관
계를 쌓는다.(11)

과업(task)파트너십에서 킹덤(Kingdom)파트너십으로
선교를 특정 단체나 지역교회가 추구하는 과업으로 정의
하고 그 완성을 추구하는 틀은 자짓 본질을 상실한 인본주의
적 열심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
만 처음 사랑(본질)을 버린 것 때문에 책망받은 에배소교회(
계 2:1-5)를 기억해야 한다. 개혁자들이 ‘항상 개혁하는 교회’
를 주문한 이유다. 전통적 과업중심 파트너십은 (혼자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바람직하지만) 바로 이런 오류에 빠질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산업혁명 이래 사람의 능력과 자원에 과업의 성패를 의존하
는 비지니스 패러다임이 교계와 선교계에도 깊이 들어와, 결과
(9) 참조: Johnston, 1998
(10) 이 도표는 국제위클리프가 동원에서 참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논
의되고 있는 개념적 모델의 초안이다.
(11) 그래야 왕국적 동역(Kingdom partnership)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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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사역으로 공동체의 가치가 실종되고, 미래와 변수를 통제
하는 운영방식으로 성령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할 여지가 사라
져버렸다. 최근 부쩍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킹덤 파트너십’ 논
의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법을 찾으려는 공동체적
노력이다. 청지기로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고, 단기적/가시적
성과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중시하며, 배타적 통제보다 하나
님나라의 관점에서 개방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모델이다.(12)

이런 상황이 요구하는 동원가 역할의 변화를 아래 도표를 중
심으로 설명해본다:
Kingdom Partnership

Task Partnership

One Body (community)

Business model

Task is subordinate to unity

Unity is subordinate to task

Cooperation is our default
setting

Result is highest value:
Partnership of expedience

(12) 참고: ‘Sailing Friends’ Blog: http://sailingfriends.wordpress.
com/; Alex Araujo. To Catch the Wind: A New Metaphor for CrossCultural Partnership. Unpublished article presented at the 2008 COSIM
(Coalition on the Support of Indigenous Ministries) Conference;

새로운 선교동향에 따른 동원개념의 변화

Reflects who we are in
Christ

Competitive – Isolated
from others

'Sailboat' metaphor:
Dependent on the Holy
Spirit

'Powerboat' metaphor:
Rely on human power &
resources

Indigenous church as a
partner

Indigenous church as a
target

• 특정 선교단체나 지역교회의 과업보다 그리스도의 우주
적 몸의 완성을 추구한다.
• 협력의 효율성보다 협력 자체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한다.
• 다양한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
는 동역모델을 지향한다.
• 기획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지만, 미래를 통제하기보다
공동체가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개입을 감지하고 분별
하도록 힘쓴다.
• 토착교회를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선교의 파트너
로 인식하고 동역한다. 선교(사)의 역할은 지도력과 사역
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로 하
여금 선교파트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다. 선교(사)는 처음부터 출구전략을 가지
고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jung.my@gmail.com

9

2013방콕포럼(2)

30년 동안 한국 선교 동원의 명암
손창남, OMF International

들어가면서
필자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선
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선교 동원가라고 하
는 타이틀을 가지고 동원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사람들이 선교 동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는 않음을 느낀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
에게 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동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번 2013
방콕 포럼에서 한국 선교의 동원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은 매
우 시의 적절해 보인다. 본 발제에서는 지난 한국 교회를 중심
으로 한 선교 동원의 밝은 면, 그리고 어두운 면을 간략히 조
명해 보고자 한다. 기간은 한국 선교의 붐이 시작된 1980년대
부터 현재까지의 30년 동안 이루어진 동원의 문제만을 다루
는 것으로 하겠다.

교협의회 (이하 KWMA라고 함)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선교의 동원이 양적인
면에서 대단한 발전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2. 비서구 교회들의 선교 동원의 모델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선교가 정
체 또는 감소되어가고 비서구의 선교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했
지만 가시적으로 그것을 느끼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80년
대 이후 한국 교회의 선교 동원은 이런 비서구 선교 동원의 모
델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의 교
회들이 선교를 생각할 때 서구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
만 한국은 자신들이 따라 해 볼만 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
다. 따라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선교 동원이 비서구 교회들에
게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며, 이미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선교한국 대회를 벤치마킹 하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생겨났다.

한국 선교 동원의 공과
3. 한국 교회에 선교를 이해시키는 중요한 역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백 년을 조금 넘
긴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장기로 혹은 단기로 선교지
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를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
을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강점기와 이어 벌어진 남북의 전쟁
과 계속되는 대치 상황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한국 교회가
현재 200개가 넘는 나라에 2만 명이 넘는 장기 선교사를 보내
어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인의 눈으로 보면 경이
로운 일이라고 할 만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지난 30년의 선교 동원을 살
펴볼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 선교 동원의 긍정적인 면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교회는 구한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에 의
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50년 6.25전쟁 이후 더 많은 규
모의 서구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한국
교회들은 많은 선교사들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기도 했다. 한
동안 이렇게 서구 교회의 원조를 받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지에 재정을 보내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
다. 선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선교동원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선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난 30년 동
안 이루어진 한국의 선교 동원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
니다. 부정적인 면들은 다음과 같다.

1. 실제적인 선교사 파송의 역할
지난 30년의 한국 교회의 선교 동원은 선교 현지에서 이루
어낸 성과를 생각해 볼 때 가히 주목을 받을 만하다. 1980년
대 초부터 시작된 선교에 대한 관심은 80년 대 후반으로 갈수
록 더 커지고 더 구체화 되었다. 특히 1988년 시작된 선교한국
대회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 동원의 장으로 중요한 역
할을 했다. 대규모 선교대회를 통해서 많은 장단기 선교 헌신
자들이 나오고 파송되었으며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
은 비전 트립 팀들이 선교지로 향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
면 한국 선교 연구원 (이하 KRIM이라고 함)이나 한국해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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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나친 물량적 동원
선교 동원의 대상이 사람, 재정, 기도와 관심이라고 할 때 그
동안 한국 교회의 선교 동원이 지나치게 물량적 동원에 치우
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대규모 대회를 중심으로
하는 동원일 경우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물량적 성과를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큰 규모의 선교대회가 갖
는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선교 대회를 열고 인원
을 동원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선교가 무엇인

Mission Korea Review 2013. 8. Vol. 3.

지를 알려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집회를
통한 선교 동원의 경우에는 거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
다. 교단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도 선교사 파송의 숫자나 교
회 개척 숫자, 혹은 선교비 지원 현황 등의 물량적 동원 결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전무

의식

2. 본국 중심의 동원
그 동안 한국 선교의 동원이 필드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한국 교회 내의 선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교회의 선교 명분 때문에 동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지금도 현지의 필요와 상관없이 10만 명 동원,
100만 명 동원 등의 구호가 교회 내에 난무하는 것이 이를 뒷
받침하고 있다. 만약 필드의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원이
라면 결국은 한국 교회 쪽에서 하고 싶은 동원을 위한 동원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은퇴 선교사나 시니어 선교사들의 경
우도 실제로 필드에서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동원이 되는 경우
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필드의 필요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 선교 동원가들이 본국에서는 얼마든지 선
교사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만 필드의
상황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선교에 관심
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실망감 만을 안겨주는 경우들이 생겨나
고 있다. 선교 동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드의 필요를 정확
히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러한 정
보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재정적, 기도의 동
원을 감당해야 한다.
3. 태릉 선수촌 식 동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내가 배드
민턴을 잘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배드
민턴을 해본 적이 없다.)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렇
게 질문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 매우 일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국제 배드민턴 대회에서 결승에 자주 올라가는 나라는 인도네
시아와 한국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배드민턴의 실감
지수는 매우 다르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국민이 배드민턴을 한
다. 그래서 동네의 챔피언이 면 단위 시합에 나가고, 그곳에서
챔피언이 된 사람이 군 단위 시합에 나가고 다시 도 단위 시합
에 그리고 전국 대회에 나간다. 전국 대회에서 챔피언이 결국
국제대회에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배
드민턴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유망주 몇 명을 발굴해서 태
릉 선수촌에 입소시킨 후에 집중적인 훈련을 해서 국제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식이다. 이 그림이 선교의 동원에도 그대
로 적용된 것은 아닌가. 최근에 선교한국이 대회와 파트너스로
나누어서 사역을 담당하게 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동
원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참조)

30년 동안 한국 선교 동원의 명암

관심

관여

파송

1차 동원

4. 감상적 동원
그 동안 한국 선교의 동원은 대부분 일선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지에서 경험을 하고 돌아온 선교사들에 의
해서 이루어졌다. 일반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선교 동원을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하는 경
우가 많았다. 어떤 선교 집회에서 지명도가 높은 목사님이 사
람들에게 오른 팔을 세 번 흔들면서 “우리는 선교사다”라고 외
치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모두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다.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그런
식으로 선교나 선교사를 지나치게 쉽게 이해시키려는 것은 동
원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
가 더 많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를 이해시
키려는 측면이 강했다. 물론 개별 선교사의 경험을 가지고 동
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지만 비슷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식상하게 받아들여
지는 면이 많이 있다. 이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원의 툴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지식적인 툴로 바뀌어
야 한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동원을 하는 경우 퍼스펙티브스
과정이나 다른 형태의 훈련을 받은 후에 동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단선적 동원
한국 교회의 그 간의 선교 동원은 너무 단선적이었다고 생각
된다. 선교 동원을 교회 개척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선교와 함께 따라가야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
역에 대한 동원이 무시되는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내
지 선교회의 경우 선교사들의 은퇴 후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그런 면에
서 신경을 쓰지 않고 전방에서 사역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우
리의 경우 선교사 자녀 교육이나 행정 등의 사역을 하는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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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동원의 노력
도 매우 약했다. 특히 한국 교회에 만연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목회자가 아닌 선교사의 무시 등으로 이 부분의 동원에 더 악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실제로 필드에서는 이미
100년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서구 선교의 시설들을 사용해
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6. 서구적 선교 모델을 따라가는 동원
현재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는 서구적 선교 모델인 경우
가 대부분이다. 가톨릭 선교사가 처음 남미로 파송되던 16세
기 초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500년간 이루어진 서구 교회
의 선교 모델은 선구 문명의 세계 전파와 함께 이루어져 왔음
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18세기 말은
영국, 독일 등이 식민지 개척을 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고, 이
런 정황 속에서 선교사들도 음으로 양으로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선교사역을 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러한 모델의 선교를 위한 선교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모델의 선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색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동원의 목표인 선교의 모델에 대한 새로운 검증
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들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일고 있는 선교 동원의 새로운 변
화들은 희망적이다.

3.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제도의 발견
최근 OMF에서 패밀리 멤버라고 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매
달 한 구좌 이상의 후원을 하는 제도로서 OMF가 발행하는 책
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제도의 목적은 돈을 마련
하는 것이 아니었다. OMF가 가지고 있는 150년의 유산으로
서 선교에 관한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그 책을 읽음으로 하나
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에 드
리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정적으로도
많은 유익을 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300명 이상의 회
원을 보유하고 있다.
4. 새로운 선교 모델을 위한 동원
서구 교회들이 그 동안 해온 선교와는 다른 모델의 선교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모델에 어울리
는 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아스포라 상황의 변화는 선교적 상황의 인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렸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의 선교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
에 어울리는 선교이론, 원리,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BAM (Business
as Mission)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 또 서구의 프레임에 맞는
신학이 아닌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에 대한 논의를 구
체화 할 수 있는 동원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가면서

1. 대규모 집회 중심보다 훈련학교 중심
KRIM의 문상철 원장의 지적처럼 선교한국 등의 대규모 대
회 중심의 동원은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퍼스펙티브스 훈
련을 포함한 훈련 학교 등의 동원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
선교사들은 감성적인 메시지를 들려주는 데서 탈피해서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 한국 교회들은 선교사들에게는 중요하지만 몇 번 들으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선교사들의 간증에 식상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선교사들이 사역할 선교지는 급하게 변
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를 동원해서 파송할 한국 교회도 변
했다. 아니, 계속 변하고 있다. 변화의 내용도 문제지만 변화의
속도가 대단하다. 한국 교회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교 동원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30
년 동안의 동원 경험은 한국 교회의 큰 자산이 되었다. 달라진
선교 환경 속에서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선교의 동원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2. 비전 트립의 내실화
중국에서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MSI 사역 현
장에 많은 수의 한국 팀들이 다녀왔지만 비전 트립 이후 별 다
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일본 교회에서 한 번의 비전 트립
의 결과로 장기 헌신자가 한 명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
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을 포함
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비전 트립의 거품을 걷
어내고 오히려 내실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에는 비
행기 티켓 하나를 공짜로 받기 위해서 15명을 채우곤 했던 비
전 트립에서 이제는 왜 가야 하는 지를 생각하게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가야 할 명분이 분명한 비전 트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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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이 선교지인가?
유럽교회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역할 –
채희석, 프랑스침례교단(FEEBF) 목사/한불상호문화선교회 (AMI France-Corée)

1. 유럽이 선교의 땅임을 입증하는 실제적인 이유들
유럽에 대한 막연한 관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먼
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대륙으로 생각한다. 최근의 금융위기
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과 중국 일본
의 수준을 넘어 세계 1위이며, 수출과 수입의 교역 면에서도 세
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 문
화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학적인 면에서 유럽 인구는 (러시아
포함) 8억5천만 명이고, 유럽연합(EU) 28개국의 인구는 5억명
정도이다. 유럽인의 정체성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
도로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지만 나름대로의 통일성과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또 유럽은 과거에 말 그대로 기독교 대
륙이었다. 기독교 역사의 산 현장이 구 유럽의 모습이었다. 그
래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아직도 인구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으
로 소개하는 자료나 통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모든 요인들
을 고려할 때 오늘날의 유럽에 선교 우선순위가 있거나, 유럽
을 새로운 선교지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주저할 수 밖에 없다.
탈 기독교화된 오늘날의 유럽 현실
하지만 오늘날 유럽인들은 그들의 역사상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세기 이후 여러 학자들은 현대 유럽의 영적 상황
을 지칭하는 말로 “신은 죽었다” “우울한 세계” “세속화” “신
학과 윤리의 종말” “무종교성” 등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 사
실 표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현실을 말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탈 기독교화된 유럽에서는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성서적 진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과반수의 유럽인들
은 하나님 없이도, 구원 없이도 살 수 있으며, 그렇다고 그 만
큼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세속화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필연적으로 종교에 대해 무관
심의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유럽
인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안 믿는 적극적인 무신론자가 되어 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무신론자와 무종교자들의 비중이 1981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인구의 27%에서 50%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경향
은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불과 국민의 3-5% 실제 신자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종교로 전락하였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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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년간 기독교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다. 유럽
은 더 이상 과거의 같은 기독교 세계가 아니며, 기독교 왕국으
로서 그 종말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은 초기 기독
교 전파 때와 흡사한 새로운 이방문화 (new paganism)가 지
배하고 있다.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관심을 갖는 자
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
유럽이 선교지인 세가지 주된 이유
이런 환경 속에서 유럽이 왜 재 복음화되어야 하는 가를 개
신교 선교차원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
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유일한 대륙이기 때문이다.
모든 대륙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평균적으
로 매년 1.43%씩 늘어가고 있는데 (아시아 3.66%, 아프리카
2.83%, 태평양지역 0.74%, 북남미 0.66%), 오직 유럽에서만
기독교 인구가 매년 0.44%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유럽의 탈기독교화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선교지화 되
어가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81% 이상
의 프랑스인이 천주교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론 조
사에 의하면, 1978년에는 76% 수준에서 2009년에는 64%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들 중 실제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는 불과 7%(총 인구 대비 4.5%)로 천주교마저도 소수 종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둘째, 미약한 개신교 인구와 자립이 어려운 열악한 개신교
교회 현실 때문이다.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5-6개 나라들만이 유럽에서 개신교 중심 나라일 뿐이다. 천주
교나 동방 정교가 지배하는 유럽 남동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는 개신교 인구가 국민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스페
인(0.5%), 프랑스(2.6%), 이탈리아(0,9%), 벨기에(1.1%), 슬
로바키아(1.2%), 크로아티아(1.1%), 보스니아(0.01%), 폴란드
(0.6%), 세르비아(2.2%), 알바니아(1.1%), 그리스(1.1%), 벨라
루스(2.4%), 러시아(2.1%) 등이다.
셋째, 선교사 동원이 가장 취약한 대륙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구원이 필요한 무한한 영혼의 큰 추수 밭이다, 하지
만 유럽에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 곳에는 극히 소수의
개신교 선교사들만이 활동하고 있다. 몇몇 국가별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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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벨기에(173명), 이탈리아 (549명), 폴란드(151명) 등 소수
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유럽 인구 54,000
명 당 1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나 남태평양 지역 선교사 동원이 인구 비율로 1/5 수준에 불
과한 것이다.
이처럼 유럽은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다른 어떤 대륙보다도
선교를 요구하는 곳이 되고 있으며, 탈 기독교화된 오늘날의
유럽은 재 복음화되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안고 있다. 한국
을 포함한 세계 교회는 오늘날 유럽을 다시 바라보고 방황하
는 그들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럽교회의 특수한 환
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유럽 교회의 특수한 환경
믿지만 소속하지 않는다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 구어는 오늘날 유럽 교회가 처한 현실을 한 마디로 잘 요
약해 준다. 언뜻 보면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신교 등 구교 등,
여전히 기독교 신자들이 국민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을 « 믿는다는 것 »과
교회에 « 소속감을 갖는 것 »이 반드시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더 이상 신자들을 이끄는 매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자와 교회 간의 괴
리 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서유럽 교회가 처한 최
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프랑스의 경
우, 기독교인 중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하는
자의 비율은 – 천주교는 총 천주교인의 7% 즉 총 인구 대비로
는 4.5%에 불과하며, 개신교는 총 개신교인의 39% 즉 총 인구
대비 1.02%로서 – 신 구교 합쳐 총 인구 대비 5.52%에 불과하
다. 이는 불과 10년 전에 비해(10%) 바른 속도로 그 비율이 무
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유
럽인들은 교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필
연적으로 세속화되었다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
는 기독교의 복음전파보다는 문화나 가치관 보전 및 사회적 역
할에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는 전례 없이 신 구교를 막론하고, 모두 « 소
수인의 종교»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유럽인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힌두교나 이슬
람교도가 아니라는 뜻으로 흔히 쓰여지곤 한다.
새로운 다문화 기독교인의 출현
탈 기독교화된 유럽이 스스로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이
루어 회복되기에는 아직도 길이 먼 듯 하다. 유럽교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원하
든 원하지 않든 간에, 20세기 후반부터 유럽에 정착하기 시작
한 이민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화는 기독교 선교
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2/3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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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독교 인구보다 많아져 선교패턴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 유럽이 보는 관점에서는 과거 선교지 국가의
교회로부터 유럽으로 « 역선교 » (Reverse Mission) 현상
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는 기독교 인구가 총인구의 40%를 넘어서고
있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독교 인구 대륙으로 21세기 떠오
르는 선교사 파송 대륙이 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중서부
아프리카 출신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은 규모 면에서 큰 성장
을 하여 유럽에 많은 기독교 인구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아프
리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토속적인 가치관 위에 현
대성을 접목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아프리카 기독교”를 형성
하고 있다. 이것이 유럽에 정착한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갖는
정체성이며, 선교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런던 주변 개신교
의 44%의 교회가 주로 아프리카 이민교회이며, 프랑스 경우
총 개신교 이민교회 구성원 중 거의 70%가 불어권 아프리카
출신들이다. 지난 30년 사이에 파리지역에만 최소한 약 250개
의 아프리카 이민교회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의 교
회들이 급속하게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년 전부터 유
럽사회의 대도시 주변에는 이민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어 유
럽 개신교의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민교회는 초기에 유럽교회에 주
목을 받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유럽교회는 제도권 교회로서
통일된 교회체계를 가진 반면, 이민교회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
회관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민자 증가
에 따라 디아스포라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유럽
기독교계의 입장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그들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들과의 상호협력과 연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
으로 이민교회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는 이들 이민
교회들이 어떻게 유럽 현지교회들과 협력 관계에서 공존하며
유럽 재복음화를 위해 함께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
유럽화되어 가는 이슬람
지난 3-40년 동안 급작스럽게 늘어난 유럽 내의 모슬렘 인
구는 유럽 재복음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슈
가 된다. 유럽인들에게 이슬람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
럽은 아랍국가들과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깝게 인접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접촉을 통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슬람과 기독교는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리하여 유럽에
서 이슬람은 기독교 세계에 대한 대립적인 종교요, 더 나아가
유럽사회와 동화될 수 없는 이질적인 문명으로 유럽인들의 의
식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런 역사적 종교적 이유로, 유럽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프랑스 경우 총 모
슬렘 인구 (약 4백만명) 중 이민자 출신이 99%이고 다만 1%
만이 프랑스인 출신이다. 따라서 유럽의 모슬렘 인구의 증가
에 관해 두 가지 표현이 구별이 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유럽인이 개종내지는 회심하여 모슬렘이 되는 소위
<이슬람화>와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본래 이슬람을 믿는 모
슬렘들이 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인 <이민 모슬렘의 증가>이

Mission Korea Review 2013. 8. Vol. 3.

다. 전자는 이슬람이 유럽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이 주된 문
제가 되겠고, 후자의 경우에는 소수민족 및 문화에 대한 사회
적 영향력이 주된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모슬렘들이 유럽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적 이유에서 기인한다. 서유럽에 정착한 대부
분의 1세대 모슬렘들은 1970년대 초기 전후 유럽경제 부흥이
최고조에 달할 때,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경제이
민 형식으로 대거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2000년도까지 상당
한 수의 유학생들이 진출하고 또 정치적 망명자들을 통해 지식
인 세대가 유입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두 세대를 통해 출생한
2-3세대들이 현재 유럽 모슬렘의 50% 이상을 구성하면서 새
로운 유럽형 모슬렘 세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유럽연합(EU)
에서의 모슬렘 인구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약 13-14백만 명으
로,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약 20백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 러
시아를 포함한 유럽 전체를 볼 때 총인구의 4% 내지 5%만이
모슬렘들이다. 구체적으로 모슬렘 인구가 2000년도 기준으
로 32백만 명으로 총 유럽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후 2025년까지는 미미한 증가 추세(년 0.5%)를 보여 36백
만 명으로 추정되어 총 유럽인구의 5.1%에 불과 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슬람주의자
들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에서 더 이상 대규모 모슬렘 이민 증
가는 없을 것이고, 또 모슬렘 가정의 높은 출산율 우려도 근거
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슬렘 가정도 시
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유럽가정 출산율에 접근한 2명 내외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본질적으로, 이슬람 자체
가 유럽문화와 제도에 적응하여 일종의 유럽형 이슬람으로 재
이슬람화되고 있고, 약 70% 이상의 모슬렘들은 명목적인 신
자로 그들의 삶이 유럽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이 이
슬람화돠고 있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재복음화 차원에서 유럽의 모슬렘 인구 정착이 의미하
는 바는 무엇인가? 정치권이나 미디어에서는 이슬람 문제를
다른 종교보다도 더 민감하게 다루고 있고,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은 이슬람 혐오증(islamophobie) 경향을 보이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독교 차원에서 유럽에서 이슬람
때문에 종교적 대립이나 갈등은 사실상 거의 표현되지 않고 있
다. 반대로 유럽의 이슬람은 역설적으로 유럽 사회에서 종교의
위치를 부각시키고 종교적 헌신에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정치인들과는 달리 유럽 모슬렘들이
유럽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로 보기 보다는 또 다른 복음화 대
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계에서는 유럽이 이슬람
화되기 보다는 이슬람이 유럽화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 대세
이다. 극소수의 과격주의 회교도 세력 외에 대부분의 유럽 무
슬렘들은 그들도 처음 겪어보는 환경 속에서 유럽화되어 가고
있다. 그 중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 기독선
교단체들이, 특히 과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전역 사
역자들에 의해 2-3세대 모슬렘 세대를 향한 기도와 복음 전파
운동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왜 유럽이 선교지인가?

3. 유럽에서 선교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유럽에서 선교가 어려운 이유를 유럽인 편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백 년 전만해도 유럽은 기독교 왕국으로서 선교사들을 전세
계에 파송한 대륙이었다. 그런 유럽이 오늘날 선교지가 된다는
것은 지금도 많은 자들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통
적인 교계나 선교학계에서는 유럽선교를 공공연하게 주장하
는 분위기는 아니며,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선교라는 개념이 유럽사회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유럽인들의 전
통적인 사고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2010년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럽인들이 교회에 기대하
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이 보다 2-3배 높은 비중으로 윤리 및 기존의 가치관을
견고히 하는 차원, 즉 세계 평화에 기여하거나 가난 퇴치 등 사
회적 봉사에 더 많이 참여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교회가 선교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 종교전쟁과 식민지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7세
기의 종교전쟁들을 치르며 많은 상처와 희생을 감수하여야 했
던 유럽인들은 종교 간의 세력 다툼이나 마찰을 피하고 공존
하는 원칙을 세워 나갔다. 또 과거 유럽교회가 선교를 내세워
정치와 결탁하거나 정치화되었을 때 백성을 섬기기 보다 그들
위에 군림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교회는, 병원, 학교, 행
정 등 사회 사역이 유익하나 그 기능을 주로 정부에게 이양하
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예배에 충실하도록 법적으로도 제한
되고 있다. 또 탈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분쟁과 정치적 소요,
교회 간의 갈등 등을 겪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상처받은 구 식
민지 국가들의 반발과 배척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유럽인들의 선교적 도전을 위축시키고 있
다. 따라서 선교하는 자는 과거 세계선교의 주역이었던 유럽
교회가 오늘날 약하진 것을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것
을 피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문화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교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적
인 자세로 선교하는 것은 금물이다.
새로운 서구 선교학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적용을 하
여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유럽교회가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 유럽
의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유럽교회의 입장에서 생각
할 때, 먼저 견고한 신학적 기초 위에 서구 세계에 적합한 선교
논리와 선교 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식민지 사관
에 기초한 선교도 아니며 교권을 강화하는 선교도 아닌 새로
운 개념의 선교가 정립되고 유럽 상황의 특수성에 적합한 선교
논리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럽 재복음화는 유럽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면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유럽
은 역사적으로 전통이 깊고 각 나라마다 독특한 기독교 문화
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존의 제도권 교회를 염두에
두고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탈 기독교화된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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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라 할지라도 전통적인 제도적 교회가 여전히 유럽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
다. 유럽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교회 형태가 존재한다.
이는 복음주의 교회로서 선교적인 면에서 유럽교회를 지난 반
세기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하며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
하는 자는 동시에 새로운 복음적인 교회를 개척하여 세워나가
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의 역할에 주로 의존하였으나, 유럽형 복음주의 목회방식은 개
인의 구원의 확신, 신앙인들 간의 진정한 관계성, 공동체의 일
관된 영성 등이 모든 신자에 의해 발전이 되도록 유연해 지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일치성을 추구하는 것은 지역교회
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도 실행되어 교단을 넘어
서 협력하고, 타문화권 선교와 협력하는 것도 지향되고 있다.

4. 끝맺는 말: 한국교회와 유럽선교
유럽선교에서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점은 세속주의와 포스
트모던주의가 지배하는 유럽 사회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
가 다른 대륙의 경우와 다소 다르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따
라서 복음전달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한국식, 미국식
선교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하나님과 복음을
진정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총
체적인 삶 속에서 체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럽교회의 신도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독교가 현대 사회에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들이나 교회들의 메시지와 간증이 그리스도의 본
을 따르지 못하여 현대 사회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스스로 있기 때문이다.
유럽환경에 적합한 교회성장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반세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복음주의 교회는 역문화 긴장을 유
지하며 역동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로서 태어나고 있다. 그렇다
고 유럽에서 복음주의 교회는 결코 새로운 교회 형태는 아니
다. 그 발생지가 유럽 자체이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부터 급
속하게 성장하는 복음주의 교회는 오늘날 쇠퇴해 가는 전통적
교회의 대안으로 점점 부각되고 있다. 유럽에서 복음주의 교
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첫 번째 요인은 내생적인 역동성
과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는 자체 영성이다. 따라서 선
교할 때 유럽의 다문화 특성과 다양한 기독교 감수성을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 선교는 문화적 공백 상태에서 이루
어 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형성된
사회에서 하는 사역인 것이다. 이는 개인의 신앙 배경이 다양
할 수 있고 유동성 역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을 기억하
고 집착하는 기독교인은 점점 줄고 있지만, 기독교의 또 다른
면, 즉 인도주의적인 면, 윤리, 문화 예술, 정서적 감정 등 다
양한 면에서 애착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고 있다. 이
런 배경 속에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으나 다양성을 무시할 때 효과는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유럽의 재복음화는 그 주체나 성격, 형태 면에서 이전의 선
교나 다른 대륙에서의 선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
다. 한국 교회가 유럽의 재복음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전도
민족 전도나,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의 첫 깃발을 꽂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와는 거리가 멀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유럽 선교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는 유럽선교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가 막연하고 어렵다는 점과 비유럽국가 출신 선
교사가 유럽문화를 이해하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언어 능력과
문화적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부정적인 면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유럽은 21세기에 알곡을 거두는 선교지이기도
하다. 유럽교회의 부흥 없이는 전세계 기독교의 진정한 성장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역동성, 인적 자원과 조직, 선교비전을 보면서 한국교
회와의 선교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선
교파트너가 되어 신선한 도전을 주며 협력할 때 유럽 재복음화
는 구체적으로 한 걸음 앞서 이루어 질 것이다.

복음주의 교회의 또 다른 성장 요인은 지역교회의 교량적 역
할과 선교적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복음주의 교
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은 자신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
리를 놓는 것이다. 개인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진정한 상호인
간관계를 공동체에서 회복하여, 예수를 닮는 영성을 추구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과거 이성과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한 교리 중심의 사
역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영성 중심의 사역이 계
발되고 있다. 과거에는 신앙의 가이드로서 목회자나 신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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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3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 근교 빌봉에 위

가진 곳이라는 충분한 이해 없이 노방전도, 혹은 물질을 통한 선교 등

치한 빌봉 수양관에서 제 10회 방콕 포럼을 열었다. 지난 9년 동안 방

을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문화, 변증 등 유

콕 포럼은 선교 현지의 선교사, 선교학자, 목회자들이 주축이 되어 태

럽 사람들에게 적절한 선교사들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국의 수도 방콕에 모여 한국 선교 현장의 주요 현안들을 다루어 왔다.

우리는 장기 선교사의 경우 처음으로 선교지에 나오는 나이가 40
세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금년부터는 태국 이외의 다른 선교 현장을 찾아 그간 축적된 포럼

다. 이것은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늦은 나이에

의 결과를 지역 선교사들과 나누고 현장 선교에 기여하기로 하였는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략적 선교에 장벽이

데 그 첫 모임을 프랑스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번 방콕 포럼에서는 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럽 지역의 선교사들을 포함한 12명의 참석자가 선교 현장의 관점에

우리는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동원

서 본 지난 30년 동안 한국 선교의 동원을 평가하고 앞으로 동원이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선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진 선교 동원은 2만 명이 넘
는 한국 선교사의 파송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처럼 양적인 면에
서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보기 어려운 정도의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
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
로 그 동안 선교 동원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
다. 선교동원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은 한국교회가 선교의 본질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동원은 다음과 같은 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보다 전략적인 동원이 필요하다. 선교지의 상황에 맞는 선
교사를 발굴해서 파송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교지의 선교사와 한국 내에 있는 동원주체들 (교회, 선교단체,
선교동원가 등)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반영된 동원이 필요하다.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 10회 방콕 포럼

파송하는 편의 필요에 의해서 급조된 동원이 아니라 선교 훈련이

을 통해서 앞으로의 선교 동원은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충분히 이루어진 동원이 필요하다. 신학이나 사역에 대한 훈련뿐 아

이원론적 선교에서 총체적 선교로, 동원에서 참여로, 과업 중심에서

니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훈련, 문화에 적응하는 훈련, 현지 교회들

킹덤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과 협력하는 훈련, 팀으로 일하는 훈련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훈련의 내용뿐만 아니라 훈련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의 중요

지난날의 한국 선교 동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도 인식해야 한다.
동원을 과정으로 이해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순간부터 함께 해

그 동안 우리는 세계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하는 동원의 개념이 부

주는 멘토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멘토는 반드시 선교지에 오래 있었

족하였음을 인정한다.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많은 지역에 이미

던 선교사들이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교지의 경험은 적지

현지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들 교회들

만 신앙의 경륜과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시니어 선교 헌신자들이

과 협의를 하거나 파송한 후에 파트너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현장의 필요에 의한 동원이라기보다는 보내는 쪽

젊은이 동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동적으

의 입장에서 지나친 물량적 동원을 했음을 반성한다. 우리는 선교사

로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교에 필요한 인

를 보내려는 쪽의 공급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에

력을 위해서 잠재력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맞지 않거나 넘치는 경우가 많았음을 시인한다. 특히 교단이나 교회

있다.

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의 선교의 동원이 이루어짐으로 이러한 현상
을 더욱 부추겼다고 시인한다.

포럼에서 의논된 내용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본 포럼의 발제 내

우리는 그 동안 선교를 총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선교의 동원

용을 포함해서 토론의 요약을 정리하여 빠른 시간 안에 (2013년 8월

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선교는 목회자 중심

안으로) 책으로 발간하고 한국에서 관련된 기관이나 사람들을 중심

의 교회 개척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인력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개척

으로 이번 방콕 포럼 내용을 나누기로 한다.

한 교회의 숫자나 세례를 준 사람의 숫자 등의 수량적인 결과로만 평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결과로 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사

2013년 5월 10일 방콕 포럼 참석자 일동

역을 위한 동원, 예를 들어 선교사 자녀 교육, 필드 행정, 본국 사역 등
에 필요한 선교사들은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는 그 동안 현지의 선교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시인

강대흥, 정민영, 한철호, 김종헌, 손창남, 채희석, 배대현(Warren
Beattie), 안창호, 김흥식. 이재진, 조수아. 지성구 (무순)

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유럽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배경을

2013 방콕 포럼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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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KODIMNET(1)

지역교회의 선교 로드맵
						

KODIMNET위원회				

1. 들어 가는 말
2013년 코디넷(KODIMNET: Korean Diaspora Missions
Network)은 2012년에 이어서 유럽에서 개최되었다. 그 이유
는 유럽의 한인교회선교동원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유럽의 한인교회 공동체가 다민족
사회 환경 안에 있으면서 한인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선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추가적 논의를 위해서였다.
또한 한인 젊은이 선교동원을 위해서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와
유럽에서 이슬람 전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주제였다.
이번 2013년 KODIMNET의 핵심적인 논의 사항은 한인교
회 선교 로드맵에 관한 토론이었다. 이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KODIMNET에서 계속 토론되어 왔다. 교회가 선교를 단편적
인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이해하기 보다는 선교적 교회라는 큰
그림 안에서 선교가 일어나도록 로드맵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
가 있다는 논의 때문이었다. 장시간의 논의를 걸쳐 로드맵의
첫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번에 논의된 지역
교회의 선교 로드맵에 상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비록 본
로드맵이 디아스포라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로드맵의 구조
지역교회 선교 로드맵(이하 로드맵)은 선교가 단편적인 독
립된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적 DNA가 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역교회가 자신들의 독특한 상황과 조건 안에서 스스로 선교
모델과 사역을 찾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평가 때문에 작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로드맵
의 목적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
체 스스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과 선교활동을 찾아나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로드맵을 여러 단계로 나누었다. 시작단계
(Beginning stage), 이슈 확인단계(Identifying issues), 핵심
성공요소단계(Critical Success factors), 주요사역성취단계
(Key Result Areas), 최종목표성취단계(End Goal) 등으로 구
분하였다.
시작단계: 교회가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나 사역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엇인가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는 단계이다. 선교와 관련되어 현재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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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고 있는 활동, 프로그램, 사역들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기
도 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와 관련된 사항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
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위한 로드맵 작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 이 단계는 교회 안에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던 안 일어나던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 단계에서는 선교
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는 교회대로 혹은 반대로 선교에 전
혀 관심이 없는 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현실 인식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역교회의 선교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
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교의 활성화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가
선교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슈 확인단계(Identifying issues): 교회 안에 선교와 관련
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앞에서 언급
한 것 처럼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각자의 교회 안에 선교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핵심성공요소단계(Critical Success factors): 이 단계에서
는 성공적인 선교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회내부의 어떤 요소
들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주요사역성취단계(Key Result Areas): 교회 안의 선교를
위한 주요한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변화된다는 전제하여 어떤
사역적 열매를 교회가 성취하길 원하는지를 수립하는 단계이
다.
최종목표성취단계(End Goal): 교회가 선교와 관련해서 최
종적으로 성취하기 원하는 목표를 발견하고, 결국 교회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단계를 말한다.

3. 로드맵 작성
로드맵의 작성과 실제 실행 과정은 시작단계(Beginning
stage), 이슈 확인단계(Identifying issues), 핵심성공요소단
계(Critical Success factors), 주요사역성취단계(Key Result
Areas), 최종목표성취단계(End Goal)의 순서로 되어 있지만,
로드맵을 작성하는 순서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작단
계(Beginning stage) - 최종목표성취단계(End Goal)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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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단계(Identifying issues) - 핵심성공요소단계(Critical
Success factors)- 주요사역성취단계(Key Result Areas)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해 갈 필요가 있다.

련되어 교회 안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나열해 본다.

즉 교회가 선교와 관련되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
되길 원하는 가에 대한 최종목표(end goal)를 먼저 생각해 보
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실제
적인 로드맵 제작의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서에 따
라 각 단계에서 일어나야 할 논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
래와 같다.

시작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먼저 그려봐야 할 로드맵은 최종
목표성취에 관한 내용이다. 과연 각 교회는 선교와 관련해서
어떤 최종목표를 가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최종목표에 대한 명확한 그림 없이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선교의 방향을 잃게 된다. 최종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선교는 표류하거나 일회적이 될 수 밖에 없
다. KODINET에서 논의된 교회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다
음과 같다 “선교적 교회와 성도의 선교에 대한 본질 이해와 실
천”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최종적인 목
표는 단지 몇몇 선교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수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하다는 목
표 아래 이를 위한 이해와 실천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성도 개인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 목표는 다
시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작단계>
시작단계는 우리 교회 내의 선교적 현실을 열거해 확인해 보
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현실, 부정적인 현실,
평가 없이 진행되는 반복적인 사역들도 있다. 예를 들면 단기
선교여행, 선교학교, 선교사 파송, 선교위원회 활동, 선교모금,
선교집회, 선교대회 참석, 선교사보고, 외국인근로자사역 등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을 잘 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의 문제들이 있다. 또한 선교와
연관될 수 있는 여러 의문이나 문제제기들이 있다. 국내전도
와 해외선교의 우선순위의 갈등, 이슬람의 확장에 대한 두려
움, 선교사 파송과 후원에 관련된 문제, 제한된 재정을 선교에
투자할 것인가 교회건축에 투자할 것인가, 작은 교회가 선교
에 참여하지 못하는 열등감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선교와 관

지역교회의 선교 로드맵

<최종목표성취단계>

첫째로 교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실제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선교적 운명 공동체로서의 교회 인식 (행복한 목회, 즐
거운 신앙 생활)
• 타문화 사람들과 교회에 대한 태도 변화
• 타문화 지역 사회 활동참여와 공유 영역의 확장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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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포함)
• 목사의 설교가 변한다.
• 선교에 통합된 교회로 조직 변한다.
둘째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삶의 현장 혹은 직업 속에서 증거
• 타언어, 타종교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대
• 타문화 사람들과의 우정 쌓기
• 세계를 품은 성도로서 정체의 변화
•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배움

  5) 재정 사용 우선순위의 이슈
• 교회 유지 건축 / 리모델링 등의 재정 부담
• 교육 우선
• 다른 프로그램 우선
• 추수지역 중복 투자
• 성도수의 감소로 인한 재정 위축
6) 선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산
• 선교자체에 대한 두려움
• 선교사에 대한 실망
• 선교지에 대한 부정적 이해
• 과도한 요구로 인한 선교 피로감 누적

<이슈확인단계(Identifying issues)>
앞에서 언급한 최종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 그려야
할 로드맵은 현재 각 교회 안에 선교와 관련된 어떤 문제 혹
은 이슈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KODIMNET에서는 각
대륙 별로 그룹을 나눠 각 지역의 교회들 안에 있는 선교관련
이슈들을 논의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8개의 이슈들
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각 이슈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도 열거 되었다.
1)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통합적 이해 부족
• 목회자의 선교 이해 부족
•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 부족
• 선교를 이벤트 / 프로젝트 / 프로그램으로만 이해
• 지속적 후속조처 (follow-up) 부재
• 선교적 설교 부재
• 균형 잡히지 않은 선교
• 선교의 산발적 / 단편적 실행
• 목회자 교체 따른 선교 정책 혼선
• 과도한 북한 선교 집착 등 한민족 우선 선교
2) 타문화에 대한 무관심
•
•
•
•
•
•

선교사 혹은 사역자가 현지어 이해 능력 부재
문화적 이질감 표출
타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
현지인과 문화 무시
타문화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
통합된 삶의 부재

3)
•
•
•

개교회우선주의
개 교회 성장에만 집중
연합의식의 부재 혹은 미비
선교단체 등 다른 구조와의 협력 부재

4)
•
•
•

선교훈련부족
건강하지 않은 선교훈련 경험으로 인한 잘못된 선교신학
제자훈련과 선교훈련의 연계 부족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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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삶과 선교의 괴리
• 삶의 현장 / 직업 속 증거 부재
• 사랑 / 나눔 실천 부재
8) 디아스포라 상황에 대한 선교적 인식 부족
•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과 성공지상주의
•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이해하지 못함
• 선교를 특정인에게 한정 시켜 이해
• 선교적 삶에 대한 능동적 이해와 참여 부족
• 2세 자녀들이 중요한 선교자원임을 이해하지 못함
<핵심성공요소단계(Critical Success factors)>
이러한 한계와 이슈들을 극복하고 교회가 선교의 성공적인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 안 변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
들을 찾아내는 단계이다. 즉 교회 안에 어떤 요소(인력, 구조)
가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가를 확인하여, 그 요소들에 변
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없이는 실제적
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논의 한 결과 아래의 5가지 영
역이 핵심성공요소로 확인되었고, 각 요소 따른 세부적인 실
천 내용도 정리했다.
1) 리더 그룹의 통합적 선교 자각 일어나기
모든 조직 안에서 변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리더십의 변화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기 위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리더십들이 통합
적인 선교의식을 소유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
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목회자설교에서 선교를 통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역
자들의 선교적 말씀선포와 기도의 실천 (강단,당회,셀,
가정예배) 및 정기적인 선교 주제설교와 간증과 성육신
적 삶과 영성을 강조하기
• 목회자들이 세계를 품는 기도를 예배 시간에 반영하고
성도에게 일상화하도록 유도하기 및 중보기도가 세계를
품은 기도가 되도록 유도
• 교회예배 시 우주적 교회 찬양, 선교적 책 읽기 실천
• 교회리더십과 구조가 선교적으로 변화되기 위해 선교적
교회관/목회관 소유하기 및 교회의 조직과 기능이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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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으로 전환하기
• 선교사와 담임목사의 관계가 동역자의 관계로 발전하기
• 선교커리큘럼이 공식화되고 선교교육이 주일학교/청년
대학부/장년부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선교
자원이 교회 안에서 발굴 양육되는 구조 만들기
2) 이원론적 선교관 극복하기
기독교 고질적인 이원론이 선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선교는 선교사나 혹은 특별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고, 선교는 지리적으로 멀리가야만 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이원론적 생각을 극복하고 성도들의 일상
적인 삶 속에서 선교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성도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에만 관심이 머
물러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
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 성도들이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
되도록 하기
• 선교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라는 생각
의 변화를 유도하여
• 세계화로 인해 타문화권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와 있
음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적
헌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하기
•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통합적 선교정책 개발하기
3)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상황에 대한 인식 강화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선교적 상황
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변화의 요소이다. 많은 경
우 디아스포라 교회이면서도 선교는 또 다른 나라나 문화권으
로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들이 처해 있는 곳이 그들에
게는 이미 타문화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것
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한인으로서의 구심력만을 강조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결과 외국에 와 있으면서
도 현지 문화와는 아무 관련 없이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
상 생활에서는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한
인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
는 현지인들이 타문화권 선교대상자라는 의식을 거의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선교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과 더불어 경쟁
과 대립의 현실의 갈등 구조 안에서 만나는 현지인들을 사랑
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거나 보길 거부하는 경향도 있다. 그 결
과 선교지에 와 있으면서도 선교를 위해 또 다른 문화를 찾아
나서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한인교회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타문화권 선교의 현장임을 깨닫는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하다.
• 현지문화를 배타적으로 보기 보다는 그 문화 안으로 깊
이 들어가기
• 외국음식, 현지교회 찾아가기, 현지인을 자기집에 초대
하기, 타문화 우정 쌓기와 음식 나누기(Korean food
festival), 현지언어 배우기 실천하기 등으로 통해 타문

지역교회의 선교 로드맵

화 이해하기
• 이중언어의 만남과 교차예배 등으로 교회 안에 국적의
구분이 없어짐
• 일터와 거주지에서 이웃과 친해지기 실천 등으로 타 문
화권 전도의 교두보 만들기와 문턱선교의 실시
• 다른 디아스포라 교회 이해 동역
• 다문화 그룹(inter-cultural group) 이 교회 안에서 자라
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하기
• 지리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하지 않고 국내 안에서 다른
문화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선교하기
4) 자원 사용 우선순위
교회의 제한된 자원을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선교활
성화의 성공요소 중에 하나이다. 많은 경우 선교가 교회의 자
원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중요도에서 가변적 위치에 있으
므로 교회 재정 상황에 따라 선교의 지속적인 지원여부가 유동
적인 경우가 많다. 재정을 줄여야 할 때 선교재정을 최우선적
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유동성은 교회가 선교와 관련
한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건강한 선교(재정, 연합)
• 선교헌금에 대한 교육이 하나님나라의 원리로 진행되기
• 선교사들에게 적정한 재정적 책무 부여하기 및 통합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재정원칙 검토하기(지출항목 수정 등)
5) 교육훈련 시스템
선교가 한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회의 사역이 되
기 위해서는 선교교육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성공요소가 중 하
나이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 지속적인 선교교육이 없거나 있더
라도 준비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다. 교회 내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선
교는 더욱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다. 타문화를 이해하고 거기
에 적합한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일은 단번에 이
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선교의 아마추어리즘을 극
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체계적이고 좋은 선교프
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까지 선교가 통합적으로 이뤄
질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자료, 강사자원의 확보
•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목회적 노력과 학
습과정
• 건강한 선교 나눔
• 새신자교육에 선교요소 포함하기
• 선교교육, 정보, 훈련 제공, 건강한 선교교육프로그램, 선
교소개 세미나, 부흥회, 워크샵 개설
6) 파트너십과 연대
선교가 이뤄지는 기본적인 틀은 파트너십과 협력을 위한
연대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교의 연합을 통해 이뤄지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교회 안의
부서들 간의 연대뿐만 아니라, 교회와 선교단체, 교회와 교단,
교회와 지역의 다른 교회, 교회와 현지교회의 연대 다양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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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
• 교회 부서들 간에 선교적 협력이 일어나기 위한 선교위
원회의 구성원들의 다변화
• 각 부서별 선교정책과 사역을 공유하기 위한 구조 만들
기
• 건강한 해외 파송 선교단체와 동역하기
• 같은 지역의 교회들끼리 연합선교교육프로그램 운영, 혹
은 연합 단기팀 꾸리기
<주요사역성취단계(Key Result Areas)>
이 단계를 실제적은 어떤 선교적 성취를 이루길 원하는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단계이다. 선교와 관련된 현실이 파악되
었고,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다음, 교회가 원하
는 최종적인 선교적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주
요한 성공요소들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단계를 구체적으로 어
떤 사역적 성취를 각 교회가 이루길 원하는 가를 확인하는 단
계이다. 이 사역적 성취의 내용은 각 교회마다 공동체 마다 다
를 것이다. 여기서 제안되는 것은 단지 제안일 뿐이고 각 교회
가 원하는 이루길 원하는 사역은 각 교회가 결정하게 된다. 다
아스포라 교회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성취하길 기대하는 주요
사역은 아래와 같을 수 있다

4. 정보 및 자료 제공
이러한 로드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
되어야 한다. 실제 교회의 선교 활성화를 위한 정보와 자료는
너무나 많이 있다. 문제는 각 교회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 자료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는 통로를 발견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각 지역교회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양한 통로
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해외선교단체와 접촉하는 방안이다. 개별 선교단체를
접촉하는 것이 한 방안이고, 선교동원단체를 접촉하면 더 광
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넓은 정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집중적인 정보를 얻어가는 방
법이 좋다. 최근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보와 해외선교단체
와 관련된 넓은 정보의 대다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실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단번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는 방법은 없다.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꾸 선교단체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혹은 선
교관련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아래에 열거한 정보는 단지 몇
가지 예로 나열한 것 뿐이다.
1) 선교교육 관련정보: 퍼스펙티브스 훈련(www.psp.or.kr),
카이로스훈련(kairoskorea.org), 글로컬 세미나, 인카운터 이
슬람, 라이프게임, 첫걸음선교이야기, LMTC, BMR 등 다양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선교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1) 전 교회적 선교 실행
• 전 교회의 구성원들이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는 지역에
교회가 없는 나라에서 온 타문화권 사람들을 향한 사역
에 참여하는 사역적 성취가 일어나는 것.
• 이를 위해 도시 안에 있는 다양한 민족 별로 선교위원회
가 구성되고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전도와 섬김의 사역
에 전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일.

2) 도서 및 정기 간행물 : 기독교 출판사와 한국 OMF 등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도서목록 참조. 정기간행물(IBMR, KMQ,
EMQ, MissionKorea Review)

2) 개인적 실행
•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선
교 영역을 발견하고 이를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일이 일
어나는 것.
• 성도들이 직장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개인적 친구 관
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나누고 열매를 경험하기, 비즈니
스를 통해 국제적인 업무에 관련될 때, 이를 통로로 복음
을 전할 기회와 열매를 맺기
• 각 가정마다 이웃에 살고 있는 타문화권 가족들과 친분
관계를 만들고 복음을 전할 기회와 열매를 맺기

4) 선교기도: operationworld.org, prayercast.org, gtm.
org, 조수아프로젝트
정기간행물(IBMR, KMQ, EMQ, MKR (웹- psp.or.kr;
handifo.com; krim.or.kr; thekrid.org;), 비디오(코리안
디아스포라, the breakthrough, ……), 유튜브, vimeo,
Language(LAMP)

3) 선교사로 헌신과 선교단체와의 연결
•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단기선교사(1-2년) 혹은 평생선
교사로 헌신하고 선교단체를 통해 파송되기 (구체적으
로 어떤 기간에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 비즈니스맨들이 해외에 사업을 개척할 때, 이를 선교적
으로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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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 youtube 나 vimeo 활용 (실제 엄청난 선교관련
동영상이 유튜브에 들어 있다), 코리안디아스포라(WBA), the
breakthrough

5. 아웃소싱(outsourcing), 인소싱(insourcing)
선교관련 모든 활동과 자원을 다 교회 내부에서 충당할 수
없다. 어떤 자원은 교회 내부에서 발굴하거나 발전시킬 필요
가 있고, 어떤 자원은 이미 외부에 존재하는 자원을 사용하거
나 위탁할 수 있다.
1) 인소싱(insourcing)
성도들은 선교적 은사 은사, 타문화경험, 전문성, 선교관심
도 등의 심층 조사를 통한 선교관련 자원정보 조사하기. 교회
주변 지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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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웃소싱(outsourcing)
선교단체와의 각종 협력. 다른 교회/주류교회/타민족교회
와의 협력. 현지선교사와 협력.
디아스포라 인구변동 조사자료. 포럼에 참여. 선교대회 참여
(선교한국대회, Mission-net, LMC, Urbana, GKYM). 재정후
원

6. 결론
위에서 제시한 로드맵은 일종의 시도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각 교회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로드
맵의 전체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항목에 내용은 교회 별로
리더십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선교 로드맵을 결국 성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로드맵은 일
회적으로 일직선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과 평가 및
수정과 재실행의 지속적인 반복으로 나선형의 궤적으로 그리
면서 점차 향상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교회의 선교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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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을 향한 기독교 선교의 역사적 흐름(1900-2012)과 한국적 대안
2013KODIMNET 발제문
정마태, Interserve Korea

1906년 4월 4-9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사무엘 즈웸머
(1882-1912)가 주도하여 최초로 이슬람 선교 대회가 열렸다.
이는 학생 자원 운동 (Students Volunteer Movement-SVM)
에 영감을 받아 헌신한 사람들 중 그 당시 세계 복음화가 가장
안되고, 가장 어려운 지역인 이슬람 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
여야 한다는 열정으로 카이로에서 열리게 되었다. (한국 교회
의 무슬림 선교는 1961년에 시작)
21세기 환경과 무슬림 선교를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
한 현실적 요청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1) 1906년 카이로 대회
이후 현재까지 약 100년간의 기독교의 이슬람을 향한 선교의
역사적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 2)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감
당해야 할 이슬람 선교의 대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흐름과 실제 사역을 살펴봄.(2)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교회 협의회 (WCC)에서는
무슬림들과의 대화 (Dialogue)를 중심으로 1962년 제 2차 바
티칸 공의회 이후 수많은 회의와 대회들이 있었다. 즉, 1962년
이후 무슬림들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WCC 중심의 에큐메니컬
진영과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진영으로 점점 더 양극화되었다.
그러면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와 무슬림 인구 증가 추세와
상황은 어떤가? 데이빗 바렛(David B. Barrett)과 돈 멕커리
의 논문집 (1978년에 편집)에 나타난 인구증가를 보면, <표 1>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1900-2050년 세계 인구와 무슬림 인구 증가 비교

1. 1906년 이후 2012년까지의 기독교의 이슬람 선교
의 역사적 흐름
들어 가는 말: 지난 100여 년의 이슬람 선교 토양의 변화

년도

세계 인구

1900년

16억

무슬림
인구

2억

1978년

2010년

2050년

40억

62억

90억

7억

15억

25억

출처: World Christian Trends, AD 30-AD 2200, p. 4(3)

1906년 첫 무슬림 선교 대회가 29개 선교단체에서 임명
된 62명의 대표자들과 60명의 공식방문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카이로에서 열렸다. 4년 뒤 1910년에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에서도 ‘단 하나의 유일한 질문은 기독교와 이슬람 중 어떤
종교가 압도할 것인가?’(1)라고 질문하면서 이슬람 선교의 필요
성과 도전을 절감하게 되었다. 결국 같은 해 1910년에 ‘The
Moslem World’ 잡지가 만들어 지고, 즈웸머가 편집장으로
36년간 수고하면서 무슬림 세계가 복음화 되는 일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일생을 바쳤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복
음주의 이슬람 선교 대회들이 열렸다.
• 1911년 1월 23-28일 인도 눅크나우 (Lucknow) 컨퍼런
스
• (휴식기: 1,2차 세계 전쟁으로 찌들어 있는 동안 이슬람
선교 운동은 지연됨)
• 1978년 ‘무슬림 복음화 북미 대회’-‘복음과 이슬람’을 돈
맥커리가 편집
• 1980년 6월 로잔의 한 분과로서 ‘무슬림 전도에 관한
소회의’
• 1987년 7월 네덜란드의 Zaist대회
• 2007년 봄 파타야의 ‘이슬람 선교 컨설테이션’-약 500
명의 사역자들과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무슬림 사역의

(1)
Brian Stanley,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1910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9) p. 15

1) 사무엘 즈웸머와 초기 미국 기독교의 이슬람 선교 흐름
(1) 그의 미국적 승리주의에 입각한 일방적 이슬람 선교를
보게 된다.
그의 위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샘 쉴로르프는 무슬림 선교
의 6가지 상황화 모델을 설명하는 중 그의 사역을 19세기 제
국주의 모델로 간주했다. 그의 주된 저널이었던 The Moslem
World에 수록된 논문들이나, 그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그의 글
들을 볼 때, ‘이슬람의 옛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슬람의 옛터 위
에서 새로운 기독교 사상 체계를 세우는 선교 목적’으로 이슬
람을 열등하고 죽어가는 종교로 간주하여 접근하였다. 이 모
델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유일성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있으나,
이슬람과 기독교간에 단절을 가져오고, 무슬림 개종자들은 ‘
거부 구조’ (개종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신앙을 바꾸거나 도주
하는 구조)를 채택하므로 말미암아 북아프리카에서는 안정적
(2)
J. Dudley Woodberry, From Seed To Fruit,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8) p.ⅷ 이 모임에 ‘열매 맺는 실제 사역을 위한 그
룹’에는 37개 나라와 56개 선교 단체들과 기관들에서 온 280명 사역자들이
참여함. 이들은 738개의 교회를 개척한 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5,800
명의 현지 사역자들로부터 수집한 94개의 무슬림 사역 유형들을 평가하였다.
(이 컨설테이션 내용을 ‘씨앗에서 열매로’ (From Seed To Fruit)라는 책으로
Dudley Woodberry가 편집-이 책은 곧 한글판으로 번역되어 출판될 예정임)
(3)
David B. Barrett, Todd M. Johnson, World Christian Trends,
AD 30-AD 2200,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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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못한 교회들이 되거나
아예 전혀 아무 교회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다원화되었던 이슬람의 변화에 적절하게 상황화하는 일
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무슬림 선교에 대한 그의 탁월한 기여와 영향에 우리 모두
는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차
적으로 ‘그 당시 팽배했던 서구적 기독교 왕국 확장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4) ‘성경, 찬송가, 고백서들, 주석들에 자국의 언어
로 번역하는 것 외에 상황화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이슬람
에 접근한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 사무엘 즈웸머는 40년
간 사역 후 12명 정도의 개종자를 얻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척박한 현실과 그가 직면한 도전을 절감하게 된다. 1920년 이
후 미국에서는 그토록 강력했던 선교 열정이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선교 쇠퇴로 인해 이슬람 선교도 함께 약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쇠퇴원인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아래 참조와 같이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5)
이 시기 중간에 제 1차 세계 대전 (1914-1920년)과, 제 2차
세계 대전 (1939-1945)을 통해서 서구 제국들이 열강이 되어
서 무슬림 나라들을 모두 식민지 삼는 일이 벌어 졌다. 2차 대
전의 열강들은 모두 기독교 나라로 알려진 나라들이었고 무슬
림들에게 정치적, 군사적인 기독교 이미지를 깊이 심어 주었
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종식 되면서 1950년대 이후 1970
년대까지 무슬림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무슬림 선교는 다
른 국면에 접어 든다. 기독교 나라들로부터 무슬림 독립 투사
들이 독립을 가져다 주었으므로 이러한 독립 투사 무슬림들
은 자국 무슬림들에게 국가 영웅이 된 것이다. 중세기의 십자
가 원정과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무슬
림들은 서구 (기독교) 나라들과 기독교에 대해 분노하게 되었
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데 기독교와 크리스천 선교
사들이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준 것과는 정반대로 무슬림 나라
에서는 무슬림 독립 투사들이 기독교 제국주의를 몰아내는데
큰 기여를 함으로써 무슬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 물위의 기름과 같이 기독교 제국주의의 통치가 걷어져 나
가자, 무슬림들과 이슬람 문화가 물처럼 자연스럽게 되살아 난
것이었다.
2) 유럽 (특히 영국)기독교의 이슬람 선교와 WCC의 무슬림들
(4) Sam Schlorff, Missiological Models in Ministry to Muslims,
(Upper Darby: Middle East Resources, 2006), p.234
(5) 존 맥아더 (John MacArthur), <담대한 복음 전도 (Evangelism)>
조제광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pp. 377-378
첫째, 선교사로 나선 학생들이 선교 열정은 매우 뜨거웠으나 대부분 신학
적 기반이 부실했던 점-자유주의 신학과 세계 종교에 대한 관심에 큰 영향을
받은 관계로 타협적인 초교파적 일치화 운동의 성격을 띠었음. 둘째, 파송된
학생들을 배출한 터전이 지역교회와는 무관했던 점, 셋째, 학생 자원 운동이
교회의 선교를 이해하지 못한 점, 즉 신학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었던 탓에
“사회 복음”이 학생 자원 운동을 지배하기에 이르렀고, 학생 자원 운동이 절정
에 달했던 1920년에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구원조차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
졌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인종관계, 빈곤 퇴치, 국제 평화와 같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음.” 그리하여 학생 자원 운동은 사회 사역이 그리스
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대체하는 역사로 전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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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대화 (Dialogue) 흐름
(1) 20세기 무슬림들과의 대화 시도와 여러 대회들이 있었
다. 1951년부터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910년에 시작된 사무엘 즈웸머로부터 시작한 ‘The Muslim
World’지는 1951-1960년에 Willem Bijlefeld가 세운 The
New Duncan Black Macdonald Center for the study of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와 함께 Kenneth
Cragg이 2대 편집자가 되면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전
환하게 된다, 즉 더 많은 대화식 접근(More dialogical approach)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무슬림들과 이슬람을 더 이
해하자는 데는 좋았으나 선교의 열정은 식어 지게 되는 결과
를 낳게 되었고 ‘The Moslem World’잡지는 1960년에 문을
닫게 되었다. 케네쓰 크랙 (Kenneth Cragg, 1913-2012.11.14)
은 개신교 진영에서 이슬람과의 대화를 위한 신학적 토대를 놓
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많은 무슬림-크리스천 관계 서적
들 57권을 저술하였다. 그의 공헌은 WCC가 주도했던 단순한
종교간 대화가 아니라 꾸란과 성경을 넘나들며 두 종교를 더
깊이 비교연구하였다. 그는 초기에 일방적인 (Unilateral)입장
에서 다각적인 (multilateral)방향으로 나간 것을 본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양쪽 종교의 완성을 대표한다. 그의
후기 저작들에서 ‘종교간’ (Inter-Religion)이라 부르는 새로
운 완성의 차원에 대한 여러 탐구가 그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이슬람과의 대화(Dialogue)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소산이
다. 이후 WEA와 양극화의 길은 간다
(2) WCC의 신학교육 기금(Theological Education FundTEF, 1970-1977의 에큐메니칼 진영 단체)의 이사였던 쇼키 코
(Shokie Coe)가‘상황화는 토착화란 용어가 의미하는 모든 것
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를 추구한다.’라는 말속에
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이 시기에 토착화를 뛰어 넘어 상황화 개념이 탄생하
게 된 신학적이고 선교학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개념이다.
(3)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종교 자유, 개종, 인권과 선교사
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2009년 스웨덴 오슬로에서
‘UN 인권선언’ 18조에 근거하여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에 대
한 오슬로 연합 문건’ (coalition)을 발표하여 종교간의 자유,
개종할 권리와 개종의 범위, 인권문제, 선교사들의 윤리와 선
교사들의 활등 제한 등에 대하여 정리하게 되었다.(6)
3) 로잔 대회 이후의 복음 주의 이슬람 선교 흐름 (1973년 이
후)
1973년 빌리 그래함을 중심으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시작된
로잔 운동은 이슬람 선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2010년에 남아
공에서 3차대회로 모이면서 ‘온전한 복음’ (The Whole Gos(6)
About ‘The right to try to convince the other: Missionary
activities and human rights’ please see http://www.oslocoalition.org/
mhr.php and http://www.oslocoalition.org/mhr_background_eng.php
entered on 29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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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 ‘총체적인 선교’ (The Wholistic Mission)’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총체적 선교의 방향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 개발 사역 (CHE:
Community Health Education 또는 Community Health
Evangelism), 비즈니스 선교 (Business As Mission), 의료 선
교, 교육 선교, 문화 선교 등 평신도 전문인 선교가 그 어느 때
보다 활성화 되고 있다.
4) 무슬림 미전도 종족을 향한 영적 대결 운동과 교회 개척
운동
총체적 사역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동안 미국의 복음주의
를 중심으로 한 ‘2000년 세계 복음화 운동’ (2000 and Beyond Movement)과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그리고 ‘10/40
창(Window) 복음화 운동’으로 인해 많은 현지 교회들이 개척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 지지 않은 나라들이 무슬
림권 지역들이므로 무슬림권에 더 집중하여 선교하려고 노력
중이다. 한국 교회는 미전도 종족 전도운동에 가장 많은 영향
을 받은 나라 중 하나이다. 이는 1965년에 미국 풀러 신학교
에 ‘세계 선교 신학 대학’을 설립하여 초대 교장이 된 Donald McGavran의 영향이 크다. 그의 제자로는 Alan Tippett,
Charles Kraft, Ralph Winter, Peter Wagner등이 있다. 이
와 동시에 제 3의 물결이라고 하는 ‘오순절 주의’가 일어 나면
서 영적 대결과 영적 힘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었다. WCC애
의해 선교에 대한 성경적 토대가 상실되는 현상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
의 방해’로 인한(고후 4:4)(살전 1:5) 영적 힘의 상실을 새롭게
자각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움직임들이 일어 났다.
로잔 대회 이후 총체적 선교가 복음주의 진영에 등장하면서
복음 전파가 먼저냐? 사회 참여가 먼저냐 하는 우선 순위 문제
가 늘 논의되어 왔었다.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사무엘 모펫
의 신학적 입장을 따라 온 것이 사실이다. 즉, 복음 전도와 사회
활동에 모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우선적
동반자’는 복음전도라는 입장이다. 이런 신학적 입장에서 비
전59 (무슬림권 내 교회 개척을 위한 세계적인 네트워크)이나,
교회 개척 운동 (CPM-Church Planting Movement)을 통하
여 무슬림 지역들에도 매우 어렵기는 하나, 서서히 열매를 맺
고 있는 중이다. 2007년 봄 파타야에서 개최되었던 컨설테이
션에서 오늘날 무슬림 세계 안에 무슬림 미접촉 종족이 247개
가 된다고 확인한바 있고 우선적으로 이 종족들에 사역자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또, 최근 들어 무슬림 가운데 교회 개척
과 관련하여 상황화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논란이 일어 났다.
소위 인사이더 운동 또는 John Travis의 C1-C6가 그것이다.

옷을 입고 교육을 받아서 그들과 비슷한 행동과 형식을 취한
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신학적으로 알고
외워서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고백한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
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이 성경적/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
꿔져야 비로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
방적 선교가 아니라 무슬림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이
끌어 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깊은 제자 양육을 하도록 도
전하였다.
6) 대결이냐? 공존이냐?: 이슬람포비아와 공통된 말씀 (A
Common Word)(7)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의 무슬림 선교: 화
해와 증거 사역
21세기에 들어서 이슬람포비아가 발생하였다. 2001년에
9/11, 2004년 3/11 스페인의 수도마드리드에서 연쇄 다발 테
러 사건, 2005년 7/7에 런던 지하철에서 알까이다 등 과격 무
슬림들에 의해 폭탄이 터지면서 세계는 이슬람포비아에 휩싸
이게 되었다. 또한 이슬람 내에도 여러 변화들이 일어 나고 있
다. 즉, 이슬람 근본주의의 부상, 무슬림들 내부의 글로벌 세속
화, 무슬림들의 글로벌 이주 현상, 무슬림들의 시민 봉기 (예,
아랍의 봄 (Arab Spring), 무슬림들의 정체성 위기와 기독교로
의 회심이 일어 나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간에 대결과 공존
의 두 귀로에 서 있다. 즉, 양 종교간의 대결과 공존 상황이 21
세기의 다원주의와 다양성 현상과 맞물려 드러나고 있다. 다니
엘 브라운 (Daniel Brown)은 그의 책 ‘이슬람의 새로운 소개’
(A New Introduction to Islam’)의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코멘트 하였다. ‘현대 이슬람은 분명히 서구에 사는 무슬림들
과 다원주의의 도전에 의해 매우 심오한 영향을 받고 있다. 현
대 무슬림들은 ‘다원주의 세계 내의 이슬람’과 ‘이슬람 내의 다
원주의’ 둘 다를 위한 대안적인 비전들을 택해야 하는 일에 직
면해 있다.’ (2009. p. 298)
이러한 이슬람포비아 현상이 진행되는 동안 2006년 9월 12
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독일의 Regensburg 대학교의 한 연
설에서 이슬람에 대한 코멘트로 인해 무슬림들이 세계적으로
시위하였다. 다음 해, 2007년 10월 11일, 138명의 이슬람 학자
들, 성직자들과 지성인들이 양 종교가 공통으로 존중하는 ‘하
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 가치를 담은 ‘우리와 당신 사이
의 공통된 말씀’ (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
공개 서한을 교황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이 ‘공통된
말씀’ 문서는 개인들과 여러 기관들로부터 많은 반응을 받았
다. 그 중 예일 대학교의 네 명의 학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함’ (이것이 ‘예일 선언문’ (Yale Declaration)이 되
었다) 이라는 문건으로 기독교 지도자 300명이 가장 적극적
으로 공개 응답하였다.

5) 기독교 세계관 변화 운동 (Transformation)
7) 한국 교회가 배울 교훈들
교회 개척 운동의 치명적인 결점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는 하
나, 마음의 회심이 안 되는 문제점, 즉 모자만 바꿔쓰기식 개
종으로 인한 교회 개척이 고질적인 문제였다. 폴 히버트 (Paul
Hiebert)는 이런 원인을 분석하면서, 21세기에는 ‘세계관의 변
화’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크리스천과 같은

우리는 앞에 진술한 6가지 맥락의 역사적 흐름을 보고, 온고
(7)
For the full contents of this, please see http://www.acommonword.com/index.php?lang=en&page=option1 accessed on 20 December 2009.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만 사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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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함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서 한국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사무웰 즈웸머적인 기독교 승리주의를 버리고 복음의 승
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슬람을 단순히 적으로 보고 무찌를 대상으로 보는 관점,
이슬람 문화 등을 멸시하는 기독교 제국주의 시각과 자세, 이
슬람의 다양함과 다원화되는 것을 모른 채 일반화하는 경향 등
은 버려야 한다.
겸비한 십자가 정신과 실천을 통한 복음의 승리를 추구해
야 한다.
(2) 복음주의 입장에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무슬림들과의
대화와 화해로 발전해야 한다.
일반 은총 면에서, 이슬람과 함께 인류 평화와 가난 문제, 환
경문제 등 전반적인 이슈들을 위해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 노
력해야 한다. 파스칼은‘(종교적) 사람들이 종교적인 확신을 가
지고 악을 기쁘고도 완전하게 행하는 것만큼 (일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였다. 지난 1400여
년간 유대인, 이슬람,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적 확신으로 큰 악
을 행하고 살인 한 것을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한다. 종교를 떠
나서 상식적으로라도 우리 모두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죽
어 가는 자들을 도와야 하지 않는가? 또 이슬람이 종교적 관
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이단이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에
는 OIC로 연합된 53개 이슬람 나라의 정치 체제를 한국이 만
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공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는 많은 전문가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이런
영역에서 신속히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3) 로잔 복음 운동을 통한 총체적 사역이 강화되어 무슬림 나
라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한다
‘로잔 운동’과 ‘미가 네트워크’로 인해 ‘총체적 선교’가 강조
되는 점은 매우 다행이다. 가난한 자들, AIDS환자들, 환경 문
제 등등에 마땅히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전인적이고, 총체적
으로 무슬림들에게 접근하는 일은 무슬림 문화에도 적절한 일
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산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슬
림 나라들은 매우 가난하다. 환경도 열악하다. 질병도 많다.
AIDS/HIV도 증가하고 있다.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는 총체적
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또한, 특별 은총 영역에서 균형 잡힌 전도와 양육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빠진 총체적 사역은 ‘사회 복음’
으로 치우칠 위험이 늘 잠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천
증인들은 UN 사역자들과 매우 다르다. 총체적 사역을 빙자하
여 전도와 제자 양육이 서서히 약화되는 경향은 존 스토트의
영혼 멸절설 (실제적인 지옥을 부인하고 영혼이 멸절한다는 그
의 주장)이 한 몫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18세기에 미국의 조
나단 에드워드는 실제 지옥을 믿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에서 맞이하게 될 운명을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인
죄인들”이란 제목으로 생생하게 설교하여, 많은 회심자가 생겨
났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변화되었다.
총체적 선교를 빙자하여,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폄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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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통과한 총체적 선교 패
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도 한 사람이 새 (마6: 35), 참
새 (마10: 31), 양 (마12: 12), 심지어 온 천하 보다 (마16: 26)
더 귀하다고 했지 않았는가!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교회 개척
등은 한국 선교의 매우 큰 강점이다. 무슬림권내 교회 개척 사
역에 이러한 균형 잡힌 구령의 열정이 한국 선교를 통하여 세
계적으로 확산되길 간구한다.

2. 이슬람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대안
1961년 10월 31일에 이화여대 선교부 파송으로 파키스탄에
전재옥(1960.8-1974.8), 조성자(1960-1967), 김은자(19601962)를 파송한 것이 한국 교회의 이슬람 선교의 첫 출발이
었다. 반세기인 5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슬람 선교에 발전이 있
음에 대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한국 교회와 앞서 가신 귀한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앞에서 지
난 100년의 이슬람 선교를 역사적으로 전반부에 살펴 보았으
니 이제 이슬람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2011년 12월 현재 무슬림 나라에서 사역중인
한국 선교사들은 약 4,494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기
독교 사역을 하고 있다-전체 한국 선교사 19,373명중 23.2%)
1) 이슬람 선교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틀을 제공하자
‘좋은 신학이 늘 좋은 선교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학
이 없거나 나쁜 신학은 확실히 나쁜 선교를 낳을 것이다’(8)라
는 짐 테베 (Jim Tebbe)의 말은 한국교회의 이슬람 선교를 위
하여 매우 의미 있는 말이다. 한국 선교는 필자의 리서치에 의
하면 전도, 제자 양육, 교회개척이 중심이 된 선교이다. 이러한
사역들은 건강한 신학을 반추하며 행해 져야 한다. 크리스토
퍼 라이트는 (Christopher Wright)의 ‘세계화된 기독교’를 인
정하면서 남반구 (비서구 교회)의 신학적 기여를 기대하였다.
다국적 교회와 다방향 선교 시대에는 서구 신학만으로는 부족
하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이점에서 특별히 비서구 교회에서 무슬림들과 관련
하여 서구적 신학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믿는다.
서구 보수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과 서구 기
독교가 부딪쳐 오면서 발전된 그들 신학의 부족한 부분을 비서
구가 보완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하나님께
서 하갈(창16: 8, 11)과 이스마엘 (창 17:20-축복 25,26-할례)
을 축복하신 점, 갈라디아서 4:21-31에 사라-이삭과 하갈-이스
마엘에 대해 ‘비유’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바울 사도가 그 뜻을
분명히 재 해석하는 점, 이집트와 시리아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를 경배하며,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는 약속 (이사야 19:2125), 팔레스타인들이 유다의 한 종족 같이 되리라는 약속 (슥9:
7) 등에 대해 무슬림들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무슬림 선교
신학’이 의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구약을 해석하시면서 ‘너희가 ……라고 들었으나,
(8) 데이빗 그린리 편저, <곧은 길에서 좁은 길로> (From the Straight
Path To the Narrow Road), 김요한, 백재현, 전병희 공역, (서울: 예영, 2010)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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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5: 21,22,27,28,31-34,38,39,43,44)
라고 구약을 그 당시에 재해석해 주신 것처럼, 신약이 완성되
고 꾸란이 완성된 이후, 그리고 다원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는
현대에, 무슬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건강
한 선교 신학이 시급히 재정립되어야 한다.
2) 무슬림권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교회)가 무엇을 의미하
는지 다시 살펴보자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고 말씀 하신 예수님은 지상 교회의 최소
단위를 두 세 명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도적인 교회
에 익숙한 한국과 서구 교회들이 무슬림권에서 사도행전적인
가정 교회를 격려하면서, 1세기적인 교회의 모습에 더 충실할
것을 제안해 본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루디아 가정 모임,
빌립보 간수 가정모임을 무슬림권 내 최소 교회 공동체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박해와 도전이 심한 이슬람권에서 가정 교
회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면, 1세기적 가정 교회처럼 성숙한
현지 지도자들을 장로와 목사로 세워서 순회하며 여러 흩어진
가정 교회들을 돌보게 함도 매우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배우고, 한국 교회가 탈 서구교회, 탈
한국 교회 작업을 거쳐서 참된 교회의 성경적 모습을 찾아 무
슬림권에서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시도해 보자.
튀니지의 카르타고 출신인 초대 교부 키프리아누스 (Cyprian, 200-258)가 ‘감독이 없는 교회란 있을 수 없고, 교회 없는
구원이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오늘날 무슬림 땅에서는 재
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도적인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3) 사랑 실천과 건강한 제자 양육을 통해 현지에 적합한 현지
교회가 형성되도록 하자
무슬림들이 어떻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며,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
대부분 기독교 제국주의를 경험한 무슬림 나라들인 만큼, 일
방적 주입식 보다는 현지에 적합한 새로운 시도는 매우 바람
직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제자양육하고 훈련 해주길 원했
지만 어느 누구도 나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현지
무슬림 회심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제자화는 단순히 지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 가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융 감독에 따르면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 중동과 북아프리
카 교회는 거의 사라졌지만, 예외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있었
다. 바로 7-14세기에 페르시아의 네스토리안 교회였다. 비록
삼위일체론 교리에 문제 있는 교회였으나 이슬람 속에서도 왕
성히 성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쇠퇴한 것을 역사적 거울로 삼아 한국 교회도 이런 실
수를 재현하지 않아야 한다.
1.

7-9세기에 교회가 성장하여 부와 힘을 축적하면서 교회
자체 내에서 물질주의와 자리다툼과 정치력을 위해 싸우

므로 힘이 약화된 점
2.

매우 많은 새 회심자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제자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예를 들면 1009년 몽고에
서 네스토리안 상인들에 의해 복음이 북 몽고의 케라트
투르크족에 전파되어 약 200,000명이 회심했을 때 네
스토리안 교회가 단 한 명의 사제와 한 명의 집사를 보내
어 세례를 베풀고 제자 양육하게 한 점.
3. 교회내의 영적 힘이 약화되어 다른 이들에게 매력과 흥
미를 잃어 버린 점. 쿠빌라이 칸 (Kublai Khan )이 마르
코 폴로(Marco Polo )에게 ‘기독교가 영적 힘이 없어서
크리스천이 될 마음이 없다’고 말한 점
4. 복음이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낯설게 나타난 점. 현지
어로 성경을 번역하지도 않았고, 예배 의식과 기본 교리
등이 시리아어 (Syriac)로 남아 있고 중국말로 번역이 안
되어 현지인들에게 낯설었던 점, 그리고 중국에서 146년
간 네스토리안 선교가 있었으나 한 명의 중국 지도자가
없었던 점등.
18-20세기 초에 무슬림권에서 성공적으로 사역 했던 대표
적인 선교사들 (헨리 마틴-인도, 토마스 발피 프렌취-최초의
라호르 비숍, 루이스 베반 존스-헨리 마틴 학교의 초대 교장,
그리고, 템플 가드너-이집트, 샤를르 드 포고-알제리아)의 삶
과 사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통된 교훈들을 배우게 된다. 1)
그리스도를 본받음, 2)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총체적으로 그리
스도의 제자로 삼음, 3) 지역 언어를 잘 하고 꾸란 아랍어를 잘
익힘 4)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을 잘 했음 등등이다.
최근에 샘 쉴로르프 (Sam Schlorff)에 의해 이슬람 문화 속
의 교회개척에 대한 권장할 만한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것은
약혼 모델(The Betrothal Model-고린도후서 11:2-3)이라 불
린다. 교회 개척자의 역할을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에게 약혼 (
중매)시키는 역할로 보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무슬림들을 ‘빼
내기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과 기독교를 분명히 구분
하고 비교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
으로 무슬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슬람
과 기독교 메시지를 혼합하지 않고 정직하게 비교하여 참여자
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에큐메니컬 대화도
아니고, 메시지를 타협하거나 두 신앙을 혼합하려는 것을 목
표로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적인 종교간 비난도 아니다.
주의 깊게 선택된 주제를 중심으로 무슬림-크리스천들이 만난
다. 이 결과로 크리스천 보다는 무슬림들이 숫자적으로 더 압
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다.(9) 이런 시도는 그가 아랍권에서 실천
했고 또 미국에서 실천하여 실제적인 열매를 맺은 결과로서 제
시된 좋은 모델로 보인다.
4) 성령의 역사와 기도를 통한 상황화를 강조하자
최근 들어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선교 단체들과 선교사들
(9) Sam Schlorff, Missiological Models in Ministry To Muslims,
(Upper Darby: Middle East Resources, 2006) pp.163-171, 샘 쉴로르프 지
음, 무슬림 사역의 선교학적 모델, 김대옥, 전병희 공역 (인천: 도서출판 바울,
2012) pp. 3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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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무슬림 선교 상황화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 지고 있다.
무슬림권 교회 개척 시 ‘상황화’이슈와 ‘인사이더 운동’ 그리
고 ‘C1-C6’등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무슬림들을 그리스도께
로 인도하려는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는 조심스럽게 격려 되어
야 한다. 무슬림권 상황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함부로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는 그들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일은 건강한 무슬림 교회 개척에 있어서 부메랑 효
과를 내어 우리들 모두가 더 낙심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예의와 존중심을 가지고 같은 동료들과 대화하고
충고하며 서로 배워야 한다. 또 무슬림 나라에 현존하는 지역
교회/고대 교회와의 교제를 통해 교회론적, 선교론적 통찰력
을 배우며, 민감하고 지혜롭게 상황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현대 선교의 상황화 신학을 정리한 스티븐 베반스의 상황화
에 관련된 책들에서, 상황화를 결정적으로 결정케 하시는 분
이 ‘성령님’이라는 점을 저자 자신도 빠뜨린 점은 큰 과실이
라고 본다. 상황화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인
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스티븐 베반스는 그의 책 ‘Constants
in Context’ (한글 번역 판: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에서 지난
2000년간의 선교에서 불변수 6가지를 기독론, 교회론, 종말
론, 구원, 인간론, 문화라 보았다. 이 불변수 중, ‘성령’은 빠져
있다. 신약 시대의 선교의 주인이 ‘성령’이라고 우리 모두 믿지
만, 선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6가지 요인 중에 성령님의 자
리가 없다는 점은 인간 중심의 선교와 상황화를 뜻하는 것은
아닌지! . 동시에 교회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열정적 기도는 세계적으로 알려 지고 있다. 세속화가 진행되는
최근에 들어와서 종교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다시 등장했다.
이슬람교에 바탕을 둔 문명들, 중국, 그리고 갈수록 미국에서
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세속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이
슬람은 더 종교적이 되고 있는 마당에 기독교 선교가 더 합리
적이고 현대적이고 경영적인 방법론을 택하기 보다는, 성령님
의 능력과 기도를 통한 영성과 종교성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롬 9:1-3의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역사하시길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슬
림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 나는 것이다.
5) 삼자 파트너십(한국과 현지와 국제 협력)을 이루도록 최
선을 다하자
오늘날 1) 비서구 교회(Global South)의 급성장과 세계선
교 참여-지역 교회 강조 2) 평신도 전문인 선교 시대 도래 3)
해외/국내 디아스포라(Diaspora)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선교
형태의 등장 4) 국가간, 선교 단체간 파트너십 선교가 확장되
고 있는 것을 본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선교 대회에 참여하면
비서구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본다. 이제는 세계적으
로 ‘현지 교회 시대’가 도래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한국 선
교가 무슬림권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그리고 무슬림 회심자들
(BMBs: Believers from Muslim Background)과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그들과 협력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
니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지난 약 30년의 한국 선교의 장단점을 심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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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면서 특별히 최근에 한국 내에 형성된 ‘이슬람 파트너십’
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들을 통해 진정한 겸손으로 협력 선교
를 해야 한다.
즉, 현지인들과 국제 단체/그룹들과 한국 교회/선교가 삼
자 협력 (Triangular Partnership)을 해야 한다. 무슬림권 선
교는 어느 한 사람, 한 단체,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아래 추진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
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과 협력 하기 보다는 적은 수로 성실
히 시작하여 ‘사역 중심의 협력’ 보다 그리스도안에서 교제하
며, 좋은 신뢰를 쌓아 가는 ‘사람 중심의 협력’이 급선무이다.
6)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의 무슬림들이 증가 추세인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 나면 정부의 역할이 늘
어 나기 때문이다. 국내 무슬림 노동자 처우 문제, 그들의 음
식 문제, 국제 결혼 시 자녀들의 학교 이슈와 그들의 학교 음
식, 모스크 이슈 등은 정부가 당면한 일들이다. 로마서 13장
의 정부의 역할대로, 영국 정부가 국회위원들과 기독교 지도
자들, 무슬림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아 ‘이슬람포비
아’를 다루었듯이 한국도 미리 대비 해야 한다. 이슬람의 총체
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영역은 권력을 지닌 정부의 영
역이므로, 마땅히 이 영역을 정부가 미래 지향적으로 제대로
감당해 주지 않으면 한국은 장차 정치와 사회, 경제면에서 매
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교회는 이슬람 종교와 이
슬람 문화와 역사 등의 영역에서 한국 정부에 Know-How와
더불어 중요한 조언을 하므로 한국내의 장래 이슬람과의 관계
발전을 위하여 정직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쑤끄
끄’(이슬람금융)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어제 같지만 이는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다.
7) 차 세대 크리스천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선교의 출발은 지역교회에서부터다. 무슬림 선교를 이야기
하기 전에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모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우
리 교회에서 옮겨 가신다면 우리는 유럽 교회처럼 껍질만 남
는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은 뻔하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
는 세대가 된다면 그 다음 우리 손자의 세대는 매우 무서운 세
대가 될 것이다, 급격하게 불신 사회가 될 것이다. 많이 지어진
큰 교회 건물에 누가 올 것인가? 경쟁을 다투었던 많은 신학교
는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두려움으로 깊은 회개하자! 기도와
구체적인 대안으로 먼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슬람권
선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
반하였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도자
들이 차세대들과 만나서 지혜를 모아 차세대 크리스천들을 준
비하자. 지금은 한국 교회가 미래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급전을
이룰 중요한 시점 (Critical Mo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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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는 매우 염려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모든 주
변에서 불관용과 종교적 긴장이 일어 나고 있다. 극단적인 주
장이 힘을 얻고, 온건한 목소리들은 공격받고 있다. 그리고 이
슬람과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분열이 일
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의 공동 가치와 공유된 영
감을 강조하면서 문화간, 종교간의 지속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대화의 다리를 다시 놓는 작업이 매우 절실하다.”(A Deadly
Misunderstanding,. 2008, P 7-8. 반기문의 서문)
사무엘 즈웸머의 무슬림 선교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이슬람을 향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사명을 받았다. 지난 100년의 실수들은 과감히 버리고 좋은
교훈들을 배우는 동시에, 한국은 먼 지평을 바라보며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이슬람을 향한 새로운 기독교 선교가 이루
어 지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최선뿐 만 아니라, 올바른 방
향으로 잘 해야 한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둘 다 유일신을 믿는다. 둘 다 선교적이
다. 둘 다 책의 사람들이다. 기도와 예배의 사람들이다. ‘종교
적인 사람들’이다. 앞으로 크리스천인구가 더 많아질까? 무슬
림 인구가 더 많아질까? 염려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
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관계를 맺은 자만이
종국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무엘 즈웸머가 1912년에 한 말
을 다시 기억하자.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슬림

도 물론 그가 무슬림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 모두가 (현존하는) 기독교와 공식적 가시적 관
계 밖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살아 있는 불가시적인 관계를
통하여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10)

(10) Samuel M. Zwemer, The Muslim Christ (Edinburgh and
London: Oliphant, Anderson and Ferrier, 1912) pp. 178-179 ‘The
Christian is not saved because he is a Christian. The Moslem, of
course, cannot be saved because he is a Moslem. All who may be
saved outside of formal and visible connection with Christianity will
be saved because of a real and invisible connection with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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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바학

‘불교권 바로알기 학교’의 취지와 배경
이용웅, GP

불교권 바로알기 학교의 배경
불교는 세계 4대 종교(기독교, 이슬람, 힌두, 불교)중의 하나
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신라시대에 중국을 거
쳐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고려시대에 국교로 자리잡았고 조선
시대에는‘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에 의해 탄압을 받기도 하
였으나 지금까지 한국 민중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선의 멸망과 일제에 의한 식민지, 대한민국 정부 탄생,
6.25 전쟁 등의 변화 속에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괄목할만하
게 성장하였다. 해방 이후 최초의 선교사(최찬영, 김순일)를 파
송한 곳이 불교의 나라 태국일 정도로 한국교회와 불교 선교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일
본, 중국까지를 광범위한 불교권으로 포함시킨다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역이 불교권이기도 하다. 불교권 국가 가
운데 한국만큼 성공적인 복음화를 이룬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한
국에서 우리의 경험은 불교권 선교에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승 불교권은 우리와 지리, 문화
적으로도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 80년
대 이후 이 지역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시
행착오 속에서도 선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불교권 선교에 대한 교육을 받
을 곳이 국내에 없었다. 국내에서는 불교권 선교지망생을 위한
선교훈련이나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슬람권 선교는 오래
전부터 연구와 모임이 진행되어 왔고 2007년 아프간사태 이
후 더욱 관심이 고조되어 ‘이슬람 파트너스’와 같은 네트워크
가 형성되어 있고 모임이 진행 중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을 가면 불국사 등을 가까이 보면
서 우리가 불교를 친숙하게 여기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세계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불교에 대한 자료가 마땅치 않았고 이 지역에서 선교를 경험
하고 국내에 와 있는 이들이 적었던 것도 이 불교권 선교권의
네트워크와 훈련이 어려웠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해부터 불교권에서 사역을 하고 국
내에 들어와 본부 사역, 목회를 하고 있는 선교사와 목사를 중
심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불교권 바로 알기 학교’(이하 ‘불바
학’)가 태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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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접근이 아닌 종교, 문화적 접근을 시도
인도차이나에 위치한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소
승 불교권으로서 문화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개방화와
이주민 시대를 맞아 이 지역 사람들도 사업과 다양한 목적으로
서로 왕래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사람들이 라오스 개발
을 위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 성장에 따라 세계
적인 관심이 자원 부국인 이 지역에 쏠리고 있다. 따라서 지리
적인 접근은 크게 의미를 둘 수 없고 종교 문화적인 접근이 바
람직하다고 불바학 준비위원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타종교권도 마찬가지이지만 불교 역시 그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종교로서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와 연결되어 있
으면서 정신 세계 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
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불교는 점점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보이
고 있다. 태국의 경우만 해도 각급 학교에서 종교 교육 특히 불
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불바학’에서는 이런 선교지 흐름을
나누면서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불교 교리는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이기에 교리 자체를 공
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불바학’에서는 대승 불교(한국, 중국, 베
트남 중심)와 소승 불교의 차이점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문화적 특성, 선교적 접근 방법
등을 많이 다루었다.
불바학 준비 초기에는 중국, 베트남을 포함하는 대승, 소승
불교를 함께 다루려고 하였으나 초점이 분산되기도 하고 중국
등에 선교사를 보내는 단체들은 자신들이 사회주의권 선교를
하고 있지 불교권 선교는 아니라는 인식이어서 강좌에서 배제
하였다. 그래서 소승불교, 티벳 불교, 일본의 신도 등을 중심으
로 불바학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막상 강의 참석자들의 분포도
는 소승 불교권 외에도 중국, 베트남, 티벳, 일본, 인도 등 광범
위한 지역의 선교 헌신자 내지는 관심자들이 참석하였다. 중국
과 함께 인구 대국이 된 인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힌두권 선교도 한국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
는데 아직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지 않기
에 차후로는 불바학에서 적임자가 있으면 강좌를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인도는 종교적인 면에서 인도차이나 불교권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은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이 지역에 영향
을 주었기에 인도와 중국을 모르면 동남아 이해는 실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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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불교권 바로 알기 학교’라는 광고를 보고 혹자는 불교계에
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불교권 선
교학교’정도로 명칭을 생각하였으나 준비 과정에서 그 명칭
은 너무 밋밋하다는 의견이 있어 ‘불교권 바로알기 학교’로 정
하였다.

불교권 접속이 가능한 한국 교회
이슬람 선교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서구에서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다. 불교권 선교는 20여 년 전부터 태국 치앙마이에
서 서양인 중심으로 모이는 SEANET 모임 정도이다. 이 모임
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모임이 열리기를 기대했는
데 내년부터 인도차이나 지역의 한국 선교사 중심의 SEANET
KOREA가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권 세계관을 이해하고 접근
하는데 서양인들보다 이미 불교 국가를 경험하였고 불교도가
많은 한국 사회에 있는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기여할 부분
이 많이 있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원관이다. 기독교는 타
력 구원이지만 불교는 개인의 수양에 의해 해탈과 열반에 이
르는 자력 구원을 말한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서구적 세계
관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서
구 선교사들은 접근이 용이한 ‘필요충족적 접근’(Felt Need)
을 했다. 이 선교적 접근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으나 선교사가 철수하거나 현지인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채
워지지 않을 때 손쉽게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반복해 왔다.
일부 한국 선교사들도 이 방법을 답습하기도 한다. 선교의 목
표는 ‘회심’이지 ‘개종’이 아니다. 회심에 이르는 과정은 현지
인들의 종교 문화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복음의 강력
한 돌파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공통 분
모가 있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기독교와 불교는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 선교사들이 오래 전
부터 불교권 선교를 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은 접근 방법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관의 이해에서
서구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전도 종족 중심의 접근
전세계 있는 7천여 미전도 종족 가운데 2천여 미전도 종족
이 불교권에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 지역에 얼마나 관심을 가
져야 하는지를 시사해 준다. 태국의 경우만해도 185년의 개신
교 역사에서 천주교 포함하여 기독교인을 1%로 보는데 이나
마 41%가 소수부족 기독교인들로 파악되고 있다.(1) 정작 주
종족인 태국인들은 99% 이상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
(1)
오영철, ‘한국선교의 태국 산지 부족 사역의 현황과 전망’ 현대선
교 14, 2012)

‘불교권 바로알기 학교’의 취지와 배경

이들 동남아 지역은 20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갔음
에도 불구하고 복음화 비율이 미얀마(6%)를 제외하고 1~2%
내외이다(가톨릭 포함). 이는 어느 다른 대륙과 비교해도 복음
화율이 가장 낮은 수치이다. 태국을 제외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20세기 이후 인접한 중국의 영향으로 공산화와 더
불어 교회의 문이 닫히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선교의
문이 닫혔으나 최근 개방화와 더불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캄보디아는 최근 선교사에게
비자를 주면서 많은 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이기
도 하다. 과거 이들 지역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에 크게 열
매를 맺지 못한 것은 이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일
방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선교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오히려 거
부감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 이들 지역 사람들은 서구의 기독
교를 침략세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입관을 없애
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꾸준한 인내와 성육신의 사역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이들에게 기독교는 ‘서양종교’라는
편견이 있다. 그리고 자국 종교로 생각하는 불교를 버리고 기
독교로 개종할 경우 왕과 국가를 배신한 것으로 간주할 정도
이다. 서구의 침략과 더불어 들어온 기독교에 대하여 이런 태
도를 가진 것을 이해하면서 내재적이면서 상황화된 접근의 시
도가 필요한 상황이다(2).
소승불교권

인구

불교인

기독교인

각국선교사

태국

6,500만

95%

1%

2,000명

캄보디아

1,500만

90%

2%

2,200명

라오스

660만

90%

0.8%

260명

미얀마

6,000만

90%

6%

220명

합계

14,660만

91.25%

2.45%

4,680 명

베트남과 라오스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불교
인구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불교의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나
이들이 믿는 불교는 고다마 붓다로부터 전래된 순수불교라기
보다는 힌두 불교와 무속 불교의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 조상신이 불교보다 실제의 삶에서 더 많은 영향
을 주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최근 개방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미얀마는 아도니람 저
드슨이 일찍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통계상 기독교인이 6%이지
만 주 종족인 미얀마 족의 복음화율은 1% 미만의 미미한 수준
이고 대부분은 친, 까친, 카렌족 등 소수부족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 선교는 전방개척과 미전도 종족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탄
과 라오스와 같은 종교 탄압 국가를 제외하고는 선교에 관대한
편이기에 무슬림 지역보다는 공개적인 선교를 할 수 있으나 주
종족에 대한 복음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수 종
족 복음화와 더불어 주 종족을 향한 선교에 주력할 필요가 있
다. 건국 당시부터 크메르의 영향을 받은 라오스 불교는 캄보
디아를 통해 전해진 소승불교이다. 라오스는 헌법이 종교의 자
유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소승불교가 국민의 90%이상을 차지
(2) 이용웅, ‘소승불교권& 힌두권 상황과 전략’, 제 1회 불교권 바로알
기 학교 강의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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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을 정도의 불교국이다. 공산화 당시 막스-레닌주의자
들에 의해 통제되었던 시기도 있었으나, 불교는 라오스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얽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잠재되어 있다.

불바학의 방향성
한국 선교계에서 불교권 선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정작 선교사를 파송 할 때에는 동남아시아 소승 불교권을 비
롯하여 일본, 중국 등 선교지에는 많이 나간다. 각 교회가 단기
선교여행을 갈 경우에도 이 지역에 많이 나간다. ‘불바학’은 이
들을 돕기 위한 방향타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가는
선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불교권 이주민들에게도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한국에는 현재 142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 가
운데 약 38%는 단순 노동자(비전문취업, 방문취업)들이고 나
머지는 결혼, 유학생 등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 가운데 중
국인(중국동포 포함)이 49%이고 미국(9.5%), 베트남(8%), 일
본(4%), 필리핀(3.2%), 태국(3.1%) 순이다. 이들을 위한 교회
도 많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 태국인 교회가 20여개가 있다. 그
외에도 몽골, 필리핀, 네팔, 중국인, 조선족 교회 등이 많이 있
다. 앞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갈 것이기에 외국인
사역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 노동자 사역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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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것이다.(3) 이 가운데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온 이들
은 불교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불바학은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교회를 도와서 효과적인 선교를 도울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 처음 진행된 불바학 이후 수료생들을 중심으
로 매월 1회 불교권을 위한 기도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고
무적이다. 선교전략의 핵심은 기도이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
에는 손승호/ 세계불교의 이해, 유은식/티벳 불교, 김승호/일
본 불교, 이용웅/ 소승불교& 힌두권, 정보애/불교권 미전도
종족, 다문화 선교의 주제를 다루었다. 하반기에는 11.4~12.2
매주 월요일 선교한국 파트너스에서 진행될 것이다. 강좌를 거
듭할수록 내용과 강의에 발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 모임이
단순한 강좌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권 선교를 위한 연구,
출판까지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3) 이용웅, 한국 내 태국인 근로자 선교의 현재와 미래 ‘GMS 이주
민 선교포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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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F 리뷰

아시아기독지도자포럼(Asia Church Leaders Forum)
한철호, 선교한국 파트너스

배경
아시아기독지도자포럼(Asia Church Leaders Forum 이하
ACLF) 개최 배경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10
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로잔3차대회가 개최되
었다. 1974년에 1차 로잔대회, 1989년 마닐라대회에 이어서
20년 만에 열리는 3차 로잔대회였다. 2차 대회 이후 20년 동
안 세계 기독교는 또 다른 큰 변화를 경험했다. 그것은 비서구
권교회의 성장이다. 성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비서구권교회가
세계 교회를 주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
영하듯이 케이프타운대회에서는 비서구권교회의 리더들이 대
거 참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비서구권교회 중에서 그 크기나 성장 속도로 보아 큰
비중을 가진 나라는 단연코 중국교회이다. 따라서 로잔위원회
측은 중국교회 대표단을 초청하기에 이른다. 계획대로였다면
미국대표단 다음으로 많은 200여명의 중국교회리더들이 참가
하기로 되어있었다.그러나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중
국대표단은 참석할 수가 없었다. 중국교회 대표단 측이 케이프
타운 로잔대회를 기점으로 세계교회와 만나면서 교재와 배움
의 기회를 가지고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 협력하게 될 것을 기
대하고 있었으나 그 기대가 무산된 것이다.

도화선
세계교회와의 만남이 불발로 끝났지만, 케이프타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로 간의 네트웍을 만들어 가던 중국교회 리
더들에게 세계 교회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더욱 고조되었다.
그 결과 중국교회 리더들은 한국교회 측에 자신들이 세계교회
와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많은 논의 끝에 한국로잔위원회가 이를 수락하여 아시아
로잔원회가 주관하고 한국로잔위원회가 진행을 섬기기로 하
여 ‘아시아교회 지도자 포럼’(Asia Church Leaders Forum)
이란 이름으로 3박4일 간의 모임을 개최되었다.
ACLF에는 중국교회에서 100여명, 국제선교리더와 아시아
교회 리더 150명, 그리고 한국교회선교리더 50여명이 참석하
는 모임으로 준비됐다. 참가하는 중국교회리더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임 준비 과정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다. 몇 달 간의 준
비과정을 거쳐 2013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장로교신학대
학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중국교회리더들이 이
렇게 전국적인 네트웍을 통해 모이 것이 1951년 선교사 철수

이후 중국교회가 통제하에 들어간 이후 최초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국교회 리더들의 기대감이 상당했다. 또한 중국교회 핵
심 리더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상
당히 중요한 선교리더들이 모이는 결과가 되었다.

주요 논점
첫째, 중국교회 핵심리더들과 세계교회 선교리더들이 만난
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1951년 선교사 중국에
서의 선교사 철수 이후 차단되었던 중국교회가 공개적으로 세
계 교회와 만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중국교
회의 성장과 사회적 개방으로 인해서 중국교회 리더들과 세
계 교회가 다양한 형태로 만남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에도 이렇게 대규모적인 공식적인 만남은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교회가 세계교회로 부터 배우겠다는 의도가 있었
지만 동시에 세계교회가 중국교회로 부터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세속화된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찾아가고 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마
당에 실제 초대교회의 원형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오히
려 중국교회 일 것이다. 중국교회가 세계교회와 선교로부터 배
우겠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세계교회가 중국
교회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가가 되었다.
세째, 중국교회가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 안에 교회들이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만남과 교제가 그 안에서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대
규모적으로 핵심 리더들과 각계 각층의 기독교 리더들이 함께
모인 것이 처음인데 이 일 자체가 그들 스스로에게도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이번에 모인 핵심 리더들 가운데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재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층에서 기독 리더십을 발휘
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다. 또한 중국 내부의 교회와 중국 밖의
막강한 화교교회 사이에도 약간의 오해와 긴장이 있기 마련인
데, 이번 모임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양측이 서로 화해
하고 용납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있었다. 화교교회가 나름대로
중국 내의 복음화를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중국 내부
의 교회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화교교회가 물질과 힘으로 다가
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고, 이런 미묘한 문제에 대해 불편함
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서로 마음을 여는 시간이 있었다. 이
런 시간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찬양팀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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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로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
가 있었다. 그 후에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
났다. 한편 중국 내부적으로 여전히 가정교회와 삼자교회와의
관계 문제가 남아 있다.
네째, 중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번 모임에서 중국교회 리더들의 주요 관심은 선교였다. 어떤
측면에서보면 중국 안의 복음화는 이미 성장한 중국교회들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지역에 스스로 복음
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중국 내에 미복음화된 지역이 있고, 교회의 성장과 도움이 절
실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교회가 그들
에게서 놀랍게 역사한 복음을 타문화권으로 나누는 선교에 대
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중국교회는 선교지에서
벗어나 선교하는 교회로 서서히 움직여 가고 있다. 중국 교회
리더들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중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선
교사를 파송하고 타문화권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모아져 있었
다. 포럼 기간 동안에 중국 리더들의 발제는 모두 선교와 관련
된 내용이었다. 그들이 이번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길 원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관찰하고
배우기 위함이었다. 포럼 마지막 날에 이태웅박사, 문상철박사
등이 한국교회 선교의 현재와 미래 과제 등을 잘 설명해 주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과제
가까운 시간 내에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
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중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의 교회는 곧 세계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이다. 결국 중국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는 중
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교회의 관심사이며, 세계교
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 중국교회가 하나님
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전 세계교
회에 고스라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교회는 의심할 바 없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다.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또 이미 중국에서 사역하는 외부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중국교회 리더
들 중 여러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리는 반갑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의 입장에
서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현재의 한국교회가 중국
교회의 미래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어떤 것인가? 혹시 도움이 되는 부분보다 해가 되는 부분
이 많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시화되고 있고, 도시 노동자층이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결과
적으로 한국 사역자들은 <농민공>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도시의 중상류층 사이에 도시가정교
회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받은 중국교회 리
더들에 의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와 개방
그리고 지식과 의식수준의 빠른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국 도시가정교회가 중국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수 밖에 없
다고 본다. 도시가정교회와 전통적인 가정교회 사이에도 긴장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가정교회는 비롯 지적 수준
이 낮더라도 고난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도시가정
교회들은 빠른 산업화로 경재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과정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 헌신의 정도를 쉽게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몇 년전 있었
던 슈왕(소망)교회 사건이 도시가정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교회는 분명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로부
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가
중국교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 줄 것인가이다. 한국교회가 가진
장점도 있지만, 과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의 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
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교회는 지금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국 사
역자들로 부터 선교를 배우게 될 것이다. 또 한국교회와 왕래
하면서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방식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한
국교회는 중국이 선교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미 중국에 있는 한국사역자들은 중국이 선교하도록 돕는 일
(Mission China)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역자들
의 사역 패러다임이 교회개척(Church Planting)에서 선교개
척(Mission Planting)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교회가 세계교회
와 협력하여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게 되는 날은 하나님의 선교
에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는 날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관점
에서 한국교회의 중국사역은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한국선교가 중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는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중국교회로 하여금 선교
하게 하는 일에 한국선교사들이 갑작스레이 대거 참여하는 것
이 바람직한 일인가? 한 나라 안에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방법
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교회가 중국을 선교했던 방식이
중국교회가 다른 민족을 선교하는 방식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
는가? 우리는 어떻게 중국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도울 것인
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중국교회가 스스로
찾아가야 할 일인가 등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hanchulho@gmail.com

최근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국 사역자들은 주로 지도자 양성
과 신학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사역자들은 주로 농촌지
역을 중심으로 사역해 왔고, 따라서 농촌지역 교회 사역자들의
훈련과 지도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사회 구조
의 급속한 변화는 농촌 인구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 오면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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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비서구 선교운동사’
랄프 윈터/임윤택 옮김/예수전도단
손창남, OMF International

몇 년 전 소천한 랄프 윈터 박사의 글들이 최근 책으로 출간
되어 우리가 다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교사나 선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랄프 윈터 박사는 젊은 시절 남미에서 선교사로 섬겼고
후에는 풀러 신학교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에
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선교의 거목이다. 특히 그는 자신의 선
교적 통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가
쓴 책과 글을 통해서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소천
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윈터 박사는 저술활동 이외에도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었는
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그가 과테말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신학 연장교육(TEE)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으로 돌아와서도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라는 기관
을 만들어 선교학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중요한 연구기관
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그곳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퍼스펙티브
과정은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 보급되어 많은 나라
에서 선교 훈련 프로그램의 전형으로 여겨질 정도다.
원터 박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케네스 스콧 라투렛 박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좋은 학자란 다른 사람들
에게 새로운 연구를 하도록 화두를 던지는 사람이다. 윈터 박
사도 많은 후학에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게 하는 사람이
다. 윈터 박사가 라투렛 박사의 영향을 받아 이런 책을 쓴 것처
럼 윈터 박사의 이 비서구 선교운동사가 더 많은 사람으로 하
여금 깊은 통찰을 얻도록 도울 것이 틀림없다.
개인적으로 서구의 선교 모습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이야말로 내
가 가지고 있었던 일 질문에 대해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책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랄프 윈터 박사의 글은 깊이 있는 내용을 명쾌하게 서술하
는 특징이 있다. 비서구 선교 운동사도 예외가 아니다. 1945년
부터 1970년 사이 25년 동안 일어난 기독교의 변화를 기술하
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선교적 상황의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
원터 박사는 자신을 역사가라고 밝히면서 이 기간에 일어난
일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서구 열강의 퇴각이다. 세계 2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있던 서구 식민지들
이 대부분 독립했다. 정치적인 제국주의가 물러간 자리를 다시
경제적인 형태, 그리고 후에는 문화적인 형태의 제국주의가 다
시 자리를 차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서구의 식민 통치

‘비서구 선교운동사’

를 반대하고 자국 문화를 보호하려고 하던 비서구에서 서구의
문화를 열심히 베끼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
해서도 서구의 종교라고 배척하던 상황에서 이제 자유롭게 기
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식민지에 있던 신생 교회들의 운명이다. 많은 사람은
서구의 도움이 없이 교회들은 약화하거나 심지어 소멸할 것이
라는 비관적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
다. 오히려 교회들은 서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
들의 상황에 맞는 기독교적 형태로 성장하게 되었다. 식민지
에서 독립한 지역의 교회들은 2차 대전 후 서구 선교사들이 다
시 들어와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다. 공산주의 정권 아
래서는 정부가 외세의 간섭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했다. 그러자 오히려 신생 교회들은 그동안 말로만 하던 자립,
자전, 자치를 실제로 이루게 되었다.
셋째는 기독교 전반의 운명이다.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약
화 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서구에서는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고 공산권에서는 자국
안의 교회들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박해를 가했다.
외부인들의 눈에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죽은 것처럼 보
였다. 하지만 중국의 교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
고, 구소련의 체제 아래서도 교회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오히려 60년대 들어서 교회는 가히 폭발적이
라고 할 만큼 성장을 하게 되었다.
넷째 선교단체들의 운명이다. 선교단체들은 식민지에서 철
수하면서 양적으로 축소되는 것처럼 보였다. 일시적으로는 그
렇게 보였다. 학생자원자 운동이 60년대에 종료되었고 세계교
회협의회 (WCC)와 국제 선교사 협회 (IMC)가 합병하면서 선
교에 대해서 교회들의 태도가 냉랭해지는 것 같았다. 자유주의
적인 신학을 하는 진영에서는 해외 선교가 끝난 것처럼 이야기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선
교단체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신생 교회들 가운데 선교의 열정
을 가진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랄프 윈터 박사는 미래의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는 이미 1974년 로잔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에 관
해서 이야기했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해왔다. 그는 이제 선교가 지리적으로
인식되는 데서 벗어나 문화적으로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부록에는 자신이 밝힌 미전도 종족 선교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선교를 큰 그림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익한 책을 읽고 난
소감은 역시 대가의 글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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