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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보다는 방향, 양보다는 질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 한국교회와 선교가
속도와 양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얼마 전 한국선교사 파송 순위가
세계 2위에서 6위로 내려갔다는 문건이 공개되자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어떻
게 한국선교사 파송이 그렇게 줄어들었느냐는 의문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
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다. 첫째, 오늘날 한국선교의 과제는 단순히 많
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선교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선교사가 된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
은 교회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좋은 교회인가라
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 둘째, 통계는 통계방식과 대상 질문의 형식에 따라
유동적이다. 또한, 한국 대신 순위의 자리를 차지한 2~5위의 국가들이 다른 나
라들이라면 오히려 다른 나라의 선교사 파송 수의 증가를 환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증가의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전체 한국선교사의 수가 줄
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증가한 한국선교사의 수도 발표한 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다. 통계는 판단을 위한 근거이다. 속도와 양에 대한 유혹이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이다. 지금 한국선교의 고민은
얼마나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었는가의 통계를 내기보다는 지금 파송되는
선교사의 나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관찰이 사실인지 등에 대한 통계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실제 선교사 훈련에 가보거나 현장 선교사들의 관찰에 의
하면, 초임 선교사의 나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들
어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젊은 자원들이 선교에 투입되지 않
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사항이다.
Mission Korea Review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미주 디아스포라
인구 변동에 따른 선교전략의 변화에 관한 글의 후속편을 실었다. 어떤 선교
사를 보낼 것인가 포럼에서 나온 핵심 논의는 어떻게 젊은 자원을 선교사로
발굴할 것인가의 과제였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발제문을 실었다. 지
난 1월에 열린 텐트메이커 포럼의 주제는 텐트메이커선교사들의 평가 기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에서 발표된 평가기준을 실었다. 이슬람 선교
의 자신학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3월 중순의 설악포럼에서 나온 글 중에서
관심 가는 글들을 정리해서 실었다. 그 외에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주요한 논
의 결과물을 정리했다. 한국선교가 방향과 질을 향한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
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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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한국파트너스 포럼

선교사 조기 발굴을 위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
송기태 선교사, 인터서브코리아 교회 관계팀

문제 제기
최근 선교 동원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들은 첫째는, 1년
동안 파송하는 선교사의 수가 대폭 줄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초임 선교사의 나이가 40대로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 왜 그동안
한국 선교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의 청년 선교 헌
신자들이 줄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1)
초임선교사의 나이가 늘어간다는 것은 선교 현장의 적응력
관점으로 볼 때 당연히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물
론 경력이 많은 선교사가 간다고 하는 데는 긍정성이 있지만,
그 경력이 현장의 문화에 잘 적응할 때에 발휘될 수 있다는 부
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교지에서의 초기 적응이 어려우
면 중도 탈락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선교의 열
매가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2) 이번 발제를 통하는 초임 선

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송 단체가 선교사의 흡수 요인에게 변화를 주려면 그림 1에
서와같이 먼저는 교회와 학생선교단체의 배출 요인에게 변화
를 주어야 한다.
또한, 교회와 학생 선교단체의 배출 요인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주요한 요소로는 파송단체들이 지역 교회의 선교 역량의
강화를 도와 배출 요인이 파송단체들이 기대하는 수나 나이대
로 근접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나이가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보고 청년 선교자원의 조기 발굴을 위하여 선교단체와 선교단
체 간의, 또한 선교단체와 교회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선교자원의 배출 요인과 흡수 요인(3)

I. 선교 동원의 현상적 점검

2. 선교관심자의 파송 프로세스

1. 선교사의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
선교사의 파송을 주로 교단 선교부나 초교파 파송 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파송 단체들의 선교사 흡수
(흡입) 요인은 주로 지역 교회나 학생 선교단체의 배출 요인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교 동원의 맨 마지
막 목표인 ‘양질의 선교사’를 얻어내는데 초임 선교사의 나이
(1)
한국의 파송 선교단체 중 젊은이 파송의 대표적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인터콥의 기간별 파송 나이대가 다음과 같이 변화되고 있다. 1995년 이
전에는 100%가 30대 이하였던 것이 1996-2000년에는 20대가 주류를 이
루고 30대가 소수, 시니어 선교사 지원 시작 등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듯 했다. 2001-2005년에는 20대의 비중이 36.5%로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
2006-2012년에는 25.4%로 더욱 줄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강요한 선교
사는 한국 교회의 청년 수 감소와 2000년 이후의 캠퍼스 사역의 정체를 주 원
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요한, 인터콥 30년 선교와 새로운 헌신. 2012.6.7)
출처: http://blog.daum.net/calling_jesus/4
(2)
1884년부터 1934년 까지 50년 동안 내한한 선교사의 초임 나이
분포는 18세에서 42세로 다양했으며 남녀 평균 초임 나이는 28세였다. 이들
은 평균 사역 연수는 25년으로 상당히 길었으며 미북장로교 선교부는 현지
언어습득과 문화 적응력을 고려하여 선교사의 초임 나이를 30세로 제한하기
도 했다. 자료: 엘리자베스 언더우드, 한국 선교의 역사(1884-1934):(케노시
스, 2013).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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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장기선교사의 파송 나이대를 앞당기려면 선교
관심자가 파송단체와의 초기 접촉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선교 관심자가 파송단체와 접촉하여 멘토링을 받지 않
으면 그는 선교사로 파송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럼으로써
파송단체들은 선교관심자들과의 초기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선교단체 O.T나 미션 1박 2일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는 헌신자들을 장기선교사로부터 시작하기보다
는 단기선교로 먼저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선교지를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장기선교사로 가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정민영 선교사의 퍼스펙티브 강의안을 참조하였다. 흡인요인과
배출요인은 국제 노동시장의 이동 원인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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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래서 파송단체
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해 왔던 개인동원과 선교사 중심의 파송
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5)

그림 2 선교헌신자의 파송 프로세스

II. 선교 단체의 동원에 대한 평가
선교 단체의 선교 헌신자 동원이 둔화하고 있을 때에는 기
존의 방법에 대한 평가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두 가지 면에
서 그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의 주체인 지역 교회의 선
교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두 번째는 파송단체들이 그동안 행
해 온 선교 동원 패러다임이 변화된 지역 교회 상황에 적합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 선교 동원의 패러다임 점검
랄프 윈터에 의해 제기된 종족 단위의 선교 패러다임이 기
존의 국가 단위의 선교 패러다임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것처
럼 선교단체의 선교 동원 패러다임도 점검이 필요하다. 특별
히 선교 단체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월등하게 공동체 동원
보다는 개인 동원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공동체를 선
교적으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선교단체가 함으로 그 열매로 선
교사를 파송했다기보다는 그림3의 A 라인처럼 교회가 양육한
선교 헌신자를 선교 단체가 파송했다고 말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일 것이다.(4)
선교단체들은 이러한 동원의 패러다임이 바람직한가 혹은
효과적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개인 동원의 패러다
임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선교 신학적으
로 교회가 선교한다기보다는 선교사가 선교한다는 인상을 강
하게 심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파송단체들이 파송 교회들
과의 단체 대 단체의 관계로 선교사를 파송한다기보다는 선교
사와 파송단체를 주최로 하는 파송을 지역교회가 후원하는 식
의 왜곡된 선교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선교
사 중심의 파송 방식 때문에 지역 교회는 선교단체가 좋은 인
재를 뽑아 가는 인식을 주어 파송교회와 파송단체 간의 긴장을
(4)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민영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
다. “교회의 선교적 무관심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선교단체 중심의 서구선
교 패러다임이 20세기 말 새롭게 시작된 비서구 운동에 전이되는 것을 피하기
는 힘들었겠지만, 결코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 지난 30여 년간 어
정쩡하게 서구 선교를 따라가던 비서구 교회는 지역 교회와 분리된 선교 운동
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결국 교회에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채 선교단체끼리 노력한다고 지상명령이 완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 교회의 영적/물적/인적 자원을 끌어들여 선교단체가 사역을 주도하던 ‘
동원’의 개념을 내려 놓고 지역 교회의 선교적 DNA를 강화하여 함께 과업을
완수하는 참여 모델로 선회하게 된다.” 정민영. 새로운 선교동향에 따른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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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조기 발굴을 위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

그림 3 파송단체의 선교동원 패러다임 비교

2. 공동체 동원 패러다임의 대두
선교단체가 지역교회가 주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
교적 부르심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리자(agency)로
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동원, 혹
은 공동체 참여(engagement)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역할
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필자가 공동체 동원(Community mobiliz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 위클리프에서는
참여(engagement)의 개념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개념을
비교하여 구분하고 있다.(6)
Mobilization(동원)

Engagement(참여)

Get resources from the

Service to the church

church
What the Church should do

Seeking the passion of the

with/for us?

Church

Emphasis on Mission

Emphasis on the Church,

Agency

Kingdom of God.

Programs & Projects

Process

Impersonal; mainly goal

Relational; mission com-

oriented

munity

표1 선교 동원의 개념 비교

표1에서 동원과 참여의 가장 큰 관점 차이는 선교단체가 지
(5) 물론 지금과 같은 개인 동원 방식이 갑자기 공동체적 동원 방식으
로 급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버랩 기간을 상당히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단체가 선교의 주체인 지역 교회를 향하여
대리인적(agent) 역할에 충실했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 Ibid., 국제위클리프가 동원에서 참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논의되
고 있는 개념적 모델의 초안을 재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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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교회를 무엇으로(what) 보느냐 하는 것이다. 동원의 패러다
임에서는 교회를 선교단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으로 있지
만, 참여의 패러다임에서는 선교단체가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교회의 존재
인식에 대한 차이가 결국에는 선교 동원의 관점과 방법에까지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선교단체가 교회의 선교를 돕는 개념을 갖는다면 선교
단체는 교회의 선교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무엇을 도울까
하는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선교
사들이 선교현장에서도 중요하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선교사
가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지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7) 파송 단체가 지역교회로부터 좋은 선교사를 모집하
기 위해서는 그림 3의 B 라인에서처럼 선교 대부분의 노하우
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파송 단체가 지역 교회를 선교적으로
구비하는(equipping) 일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8) 지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때 파송 단체는 교회로부
터 좋은 선교사를 모집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심지 않고 거두
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갈 6:7).
3. 파송단체의 선교사 파송 형태와 지역교회 동원
파송단체는 선교사 파송이 단체와 단체의 일 가운데 진행할
때 파송단체는 1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동시에 한 교회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만약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단체라면 이미 최소한 150개 이상의 지역 교회와 선교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단체는 150개의 파송 교회와 ‘선교적 교회 만들기’
에 대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교회와
전략적 선교로 이어지는 선교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
(7) 국제 인터서브에서도 2011년에 6-Cross Roads라는 제목으로 6대
중점 사역 분야를 정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 교회의 선교를 돕는 분야로 “Local
church mission empowering”이란 제목으로 지역 교회의 선교를 돕고 있다.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지역 교회 선교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섬기
고 있다. 1) 선교학교: 커리큘럼 기획 및 강사 섭외, 선교학교 운영 및 컨설팅.
2) 단기선교 : 기획, 오리엔테이션, 전략적 단기선교 컨설팅 3) 선교위원회 :
선교위원회 조직 및 운영 컨설팅, 선교 위원회 교육 및 훈련, 선교위원회 정책
제안, 교회 선교 동원 컨설팅 4) 교회 선교 기획 : 교회의 중.장기 종합 선교 기
획, 교회의 목회적 차원의 선교 컨설팅, 교회의 선교적 이슈 컨설팅 5) 선교적
교회 만들기 : 상담 및 컨설팅, 선교적 교회 세미나 개최 등이 그것이다.
(8) 최근에 파송 단체들이 교회들을 향하여 ‘오라’(come)는 태도에 머
물지 않고 직접 교회를 ‘찾아가는’ (go) 태도로 전환하고 있는 태도는 매우 바
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선교학교의 예를 들면 기존에는 주로 파송단체들이
선교학교를 오픈하여 지역 교회에 속한 개인들이 선교학교에 참여하는 형태가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송단체들이 지역 교회를 향하여 찾아가는,
소위 맞춤형(customized)의 선교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선교
학교 등은 과거에 비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지역 교회를 향하여 한 발짝
나아가는 형태의 동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찾아가는 선교학교’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선교학교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교회로 더 가까이 갔다는 측면과 선교의 교육 대상이 캔디데이트에
서 지역 교회 일반 성도들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는 2G에서 3G 정도의 혁신
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커리큐럼은 선교단체
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지역교회 밀착형으로 선교
학교를 진행해온 LMTC 등에서도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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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그 교회에서 선교적 자원을 확보할 기회를 갖게 될 것
이다. 또한, 이러한 파송교회들과의 선교적 협력을 위해서 파
송 선교사들이 브리지 역할을 해 줄 때 좋은 협력 관계를 개발
할 수 있게 된다.(9)

III. 지역 교회 청년 동원 방안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파송 단체들이 지역 교회의 선교를 개
발하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별
히 지역 교회의 필요와 요청에 대해 선교 단체가 섬기는 자세
로 지역 교회를 돕는 과정에서 지역교회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각 파송단
체 파송선교사들의 파송교회는 각 파송단체가 지역 교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자연스럽고 또한 지역교회 동원의 우
선순위가 높은 대상들이다.(10)
1. 청년.대학부와의 관계 형성
청년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청년 대학부 공동체적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대학부의 선교를 멘토링 내지는 컨설팅하는 관점으
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파송단체가 청년 대학부의 선교학교나 선교지 연결 등을 통
하여 긴밀하게 동역하기 시작하면 때가 되어 교회가 관계가 긴
밀한 선교 단체를 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것이다. 이
런 관계를 통하여 선교사를 영입하고 파송하게 될 때 교회와
파송단체는 쌍방에 유익한 점을 취할 수 있다. 파송 교회는 파
송단체의 사역 내용과 정책 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파송단체도 일정한 기간의 교제를 통
하여 선교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탐색하고 검증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파송 과정이나 선교지 배치, 위
기관리 등에서 교회와 긴밀하게 상의하며 동역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 번 선교사를 일정 지역에 파송하게 되면 그 지역에
파송하는 때도 계속 같은 단체를 통하여 파송할 가능성이 높
다. 다른 지역에 파송할 때도 이미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파송단체 입장에서는 연속적으로 선교사 후보들을 영
입하고 파송할 기회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열매를 얻
기 위해서는 먼저 파송단체가 아래와 같은 사역에 대해서 청년
대학부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2. 단기선교 (short term mission)
선교에 관하여 청년 대학부의 현실적인 필요(felt needs)는
(9) 선교자원 개발을 위해서 파송단체들은 각 파송선교사들이 형성하
고 있는 후원자 그룹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 후보자 그룹에는 청년
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교사와 협력하면 청년 후원 그룹을 선교자원으
로 개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10) 각 파송단체들이 파송선교사들이 속한 파송교회의 선교를 돕는 일
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지역교회의 선교적 역량이 강
화됨으로 궁극적으로는 파송선교사에 대한 지원이나 전략적 투자 등이 제고
됨으로 보다 더 좋은 선교적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그 지역 교회에서 추가적으로 선교 자원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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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 단기선교이다. 특별히 매년 단기선교를 하는 청년 대학부
목회자들에게 단기선교 준비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파송 선교단체
가 단기선교 지역에 대한 가이드, 선교사 연결, 프로그램 기획,
오리엔테이션 기획, 현지 가이드 등을 도울 수 있다면 청년 공
동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러한 단기선교의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을 오리엔테이션 하거
나 현지에서의 활동 상황 등을 통하여 선교사로 가능성이 있
는 잠재적인 선교 인력을 발굴할 수 있다. 이런 선교사 후보생
으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모색이 되면 담당 교역자와 상
의를 통하여 공동체적으로 단기선교사나 장기 선교사로 파송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항목

내용

비고

▶단기선교 기획

▶교회적 차원의

단기선교 기획
컨설팅

▶단기선교
▶단기선교 지역 선정

▶전략적 단기선교 관점

▶O.T 커리큘럼 기획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

▶강사섭외/강의
▶사역 준비 코칭

▶디브리핑
단기선교 후속 모임

▶후속 모임 코칭
▶헌신자상담 및 코칭

표2 단기선교 컨설팅

3. 선교 학교
청년 대학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학교는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선교적 인식을 하게 하여 청년
대학부 전체를 ‘선교 공동체’(missional community)의 개념
을 갖게 하고 공동체를 선교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선교학교에서
는 아래의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색션 주제

강의 제목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청년.대학부

청년 공동체의 정체성

▶선교적 청년 대학부의 목표와 전략
▶청년 선교 운동의 역사와 교훈
▶성경적 직업관과 전문인 선교

청년들의 선교적 정체성

4. 선교부 컨설팅
청년 대학부의 선교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선교부의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청년들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지속적인 멘토링이 필요하다. 먼
저는 선교부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부 세미나를 실시할 수 있
다. 또한, 어떤 선교적인 사안마다 코칭이 필요하다. 이런 지속
적인 코칭을 통하여 청년 대학부가 선교 공동체로 향하여 성
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5. 단기선교팀 사역을 통한 단기선교사 발굴
청년들을 조기에 선교사로 발굴하는 일은 지난 포럼에서도
제기됐던 것처럼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 조기에 청년 선교
자원으로 파송하게 되면 성숙이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너무 시
기가 늦게 되면 가족 등의 변수와 현지 적응 등의 문제로 어려
워지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청년 대
학부에 단기선교팀-단기선교사-장기선교사의 순차적인 과정
을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는 청년들이 단기선교팀으로 다녀와
서 6개월~1년 정도의 단기선교사로 헌신하여 현지에서 긍정
적인 경험과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 단계로 단기
선교사로 다녀온 청년 중에서 장기 선교사로 선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럴 때 단기선교사로 다녀온 후에 전문성을 훈련하기 위
하여 국내에 1~2년 정도 머물 수 있다. (심지어는 그보다 더 장
기적으로…).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이 청년 대학부 공동체적
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격
려받고 안정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송 단체로서
의 파송 선교사를 얻을 수 있고 교회 청년 공동체로서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가 단기선교팀
을 기획하고 현지에 보내는 일에 파송단체가 함께 협력함으로
기획과 오리엔테이션에서 함께 동역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된다. 파송단체는 현지의 파송 선교사와 단기선교팀을
연결하게 한다. 그리고 현지에서 단기선교팀이 사역할 때 현
지 선교사는 단기선교사로서 가능성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팀
인솔자에게 전체 평가 때 제안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단기선교
팀 사역 종료 후에 교회는 단기선교사로 가능성이 있는 구성
원에게 제안하여 받아들여지면 그를 파송단체를 통하여 다시
현지에 단기선교사로 파송한다. 파송단체와 현지 선교사는 이
러한 동역을 통하여 단기선교팀 사역을 통하여 단기선교사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선교적 전공과 직장 생활
▶선교적 결혼과 가정
▶국내 선교 : 자문화 선교, 타문화 선교

선교적 적용

▶해외 선교 : 미전도 종족 선교
▶청년 선교 공동체 만들기

표3 청년.대학부 선교학교 커리큘럼의 예

선교사 조기 발굴을 위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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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단기선교팀을 통한 선교사 발굴 프로세스

6. 교회 선교 위원회와의 관계 형성
파송 선교단체가 청년 대학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
더라도 교회 차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기관은 교
회의 선교부에 속한 일이다. 따라서 파송 단체들은 청년 대학
부와의 좋은 관계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교회 차원의 선교부와
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
년 대학부를 도와서 선교적으로 좋은 열매를 얻게 되면 교회
선교부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선교단체 간의 협력
1. 청년 사역 단체와의 협력

다.(12) 그러나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다.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
는 것처럼 선교헌신자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는 파송단
체 접촉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KOSTA 대회를 전략적
으로 선교단체들과 연합하여 헌신자들을 follow-up 하는 전
략이 매우 중요하다.
KOSTA 대회는 한국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선교한국 대회와
는 다른 특성이 있다. 특별히 KOSTA에 참석한 유학생들은 이
미 언어와 문화 경험에서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바 선교지망
생으로서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대상들이다. 따라서 KOSTA
대회에서 선교 지망생으로 헌신한 유학생들은 한국 선교 동원
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질 수 있는 전략
적 동원 대상이라고 여겨진다. 심지어는 이들에 대한 followup을 위한 ‘선교한국 파트너스’ 와 같은 전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절실히 요청된다고 여겨진다.

결론: 동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협력
파송 단체의 동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개인 동원을 뛰어넘어서 청년 대학부 공동체 동원으로, 어떻
게 하면 지역 교회 청년들을 선교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선교는 관계다”라는 말처럼 동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좋은 관
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년 공동체를 먼저 섬겨야 한다. 그
것이 주님의 원리이며 선교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젊은이 선교
동원에서 기능적인 필요성뿐 아니라 선교의 연합성 차원에서
파송단체 간의, 또한 학원복음화 협의회, 기학연, young2080
등과 같은 단체와의 연합이 매우 요구된다.

파송 단체들이 지역 교회 청년 대학부들과 긴밀한 협력 관
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청년 사역을 하는 단체들 (예: 선교한국,
학원복음화 협의회, Young2080 등)의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체들이 기존에 관계망을 통하여 선교
적인 부분에서 파송단체들이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면 단체들
간의 사역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5 청년 선교 동원을 위한 선교단체간의 협력

2. KOSTA, 선교한국 등의 선교 헌신자 Follow-up
KOSTA 대회가 매년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다. 각 KOSTA
대회에서는 적지 않은 선교 헌신자들이 배출되고 있다.(11) 문
제는 이런 선교헌신자들이 잘 follow-up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2박 3일 동안에 Mission KOSTA가 열린

(11) 2013 상해 코스타의 경우는 700여 명이 참석해 그 중 106명이 선
교사로 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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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0년부터 시작된 미션 코스타를 통하여 2007년 까지 모두
400명의 단기선교사를 개발했다. 출처: http://chi.koreatimes.com/article/469534. 코스타 미주 대회에는 98년 이후 매년 1000-15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으며 그 중 10% 정도가 2년 이상의 단기선교사로 헌신하고 있
다. 출처: 이현수 선교사, Korean Youth Diaspora Mission Mobilization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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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운동의 무슬림 선교 방향
-옥스포드 컨설테이션 보고정마태, Interserve Korea

배경
필자는 2013년 12월 4~5일에 옥스포드 내의 무슬림 연구소
(Centre for Muslim Christian Studies: CMCS)에서 열리는
로잔 주최 무슬림 선교 컨설테이션에 참석했다. 세계의 무슬림
선교학자들과 선교 지도자들, 이슬람학 크리스천 교수들, 국제
후원 단체장들 (2명), 로잔 대표 (Lindsay Brown)등, 주요한
리더들이 참여한 15여 명의 소그룹 모임이었다.(1) 이 모임의 목
적은 비서구 교회들이 이슬람을 이해하고 무슬림 선교를 하도
록 돕고 준비시키자는 것이다. (Resourcing and Equipping
the Majority World Church in Understanding Islam and
Engaging with Muslims) 이러한 방향이 새로운 목소리가 전
혀 아니지만, 로잔이 이를 무슬림 중심으로 삼고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2030년에는 무슬림들이 전 세계 인구의 35%가 될 전망이
다. 가장 큰 미전도 종족 그룹이 될 것이다. 그때에, 전 세계 비
서구 기독교인의 65%가 사는 곳에 무슬림 전 인구의 97%가
사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서구권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에 있는) 교회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이웃인 무슬림들에게 다
가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협의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
다. 그래서 12월에 옥스포드에서 약 15명의 전문가가 소그룹으
로 만나서 의논하게 되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
애하여 2014년 4월 6-11일에 가나 (Ghana) Accra에서 열릴
컨설테이션 (약 50여 명의 확대 전략 컨설테이션)을 위하여 많
은 의견을 나누었다.

내용
2014년 가나(Ghana) 컨설테이션의 주된 목적과 원칙은 다
음과 같다.
1. 목적

(1)
Dudley Woodberry (미국), Peter Riddell (호주), Colin
Chapman (영국), Martin Accad (레바논), Thomas and Christine Schirrmacher (독일), Christine Amjad (파키스탄), Maqsood
Kamil (파키스탄), John Azumah (미국), Lindsay Brown (영국),
Ian Smith (영국), Kam Weng Ng (말레이시아), Ida Glaser (영
국), Martin Whittingham (영국), Trevor Caster (영국), Gordon
Nick(영국), Richard McCallum (영국) and two Directors of two
International Donor Agencies-OC (미국) and Scholarship International (이태리), 정마태 (한국)등이 참여하였다.

로잔운동의 무슬림 선교 방향

비서구 교회를 학적 성경적 신학적으로 이슬람 이슈에 참여
시킴으로 무슬림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을 더 지
원하고 무장시킬 수 있을지를 추천한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되도록 복음주의 신학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공동체로서 협력
하고 기도하며 (때때로)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한다.
2. 원칙
이슬람에 관해 연구/공부할 수 있는 기존의 기회나 자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발전시킬지를 고려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평
가한다. 더불어 새로운 전략적 연구 기회들을 개발시켜야 하
는 최우선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것들을 우선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이슬람의 여러 가지 분야와 크리스천-무슬
림 관계에 대해 가장 좋은 학적 기준과 상황에 적절한 교육을
비서구 교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비서구 교회에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인다.
3. 진행 방향
2014년 4월 가나 (Ghana)에서의 컨설테이션은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3차 대회로 모였을 때 합의하여 만든 케
이프타운 선언문 중 ⅡC의 1장에 있는 아래 네 가지 원칙을 큰
골격으로 진행될 것이다.
1) 우리는 모든 복음 전도에 있어서 분명하게 윤리적이 될
것을 서약한다. 우리의 증거는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온유함
과 존경”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제적이고 비
윤리적이며, 거짓이거나 경멸적인 어떤 복음증거의 형태도 거
부한다.
2)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이름으로, 다른 타종교인들과 우
정을 나누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우리는 예수의 영 안에서 솔
선수범하여 타종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선한 뜻과 친절한 모습
을 보여줄 것이다.
3)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이름으로 (a) 타 종교에 관한 거짓
과 풍자를 조장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b) 인종차별적 편견과
대중매체와 정치적 견해를 통해 선동되는 증오와 공포를 고발
하고 거부한다.
4)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 이름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당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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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조차도 타종교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폭력과 복수의 방법
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한다.

관찰
필자는 이번에 로잔의 무슬림 선교를 위한 옥스포드 컨설테
이션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첫째, 세계 전역에서 무슬림 사역과 이슬람을 가르치는 일
에 깊이 이바지한 분들이 모였기에 대화의 내용이 매우 실제
적이었다.
둘째, 너무 학적(Academically)으로 대화가 이루어질지 염
려하였으나, 학문적 대화보다는 각 개인과 단체와 학교, 신학
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여서 서로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셋째, 중심 주제인 ‘비서구 교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무장시
킬지’에 대해서는 이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나 제안을 한 것은
없었다. 단 그 주제는 2014년 4월 6일~11일에 가나 (Ghana)에
서 다룰 것이므로 이 컨설테이션에 누구를 초대하며, 누가 무
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분담과 전체적인 방향을 주
로 의논/결정하였다.
넷째, 서구가 가진 경험과 자료들이 매우 풍성함을 다시 확
인한 자리였고, 비서구가 서구의 경험(Know-Hows)들과 자
원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리고 서구
지도자들이 적극 섬기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그러나, 비서구 지도자들은 여전히 서구와 로잔의
전략적 방향과 선한 의지에도, 서구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
지 않은 듯이 보였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예를 들면, 파키스
탄이나 인도 등) 교회의 현실적 상황이 무슬림 선교를 할 태세
가 거의 보이지 않는 듯하였다. 이웃 무슬림들을 위하여 당연
한 해야 할 일이지만, 비서구 세계의 지역 교회들이 다수인 무
슬림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상
황이다. 무슬림 선교를 위해 서구 교회들이 도와주려는 의도
는 감사하지만, 실제 현지 상황이 어려워서 현지 지도자들은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단, 파키스탄이 경우,
가장 120년 된 구주란왈라 신학교 (Gujranwala Theological
Seminary)에서 조만간 ‘파키스탄 신학생들에게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에게) 이슬람과 무슬림 선교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칠
것이다’라는 발표를 듣게 되어 참여자들이 모두 격려되었다.
이런 방향으로 비서구 교회가 무슬림 선교의 필요성을 자각하
고 각자가 훈련/교육을 하면 현지 교회들을 통하여 무슬림 선
교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공감
대도 형성되어 격려되었다.

여자는 공감하였고 이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즉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에 대한 명분에 합의하였고, 어떻
게 할 것인가? (How)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자고
합의하였으며 가나 (Ghana)에서 2014년 4월에 더 구체적으
로 의논하여 전략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곱
째,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계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으로 보였다.

과제
로잔운동의 방향에 따라 한국 교회와 선교계가 무슬림 선교
에 이바지해야 할 숙제와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
첫째로, 무슬림 권내에 존재하는 현지인 교회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음을 공유하도록 한국 교회와 선교계를 재교
육하고 실제적인 전략적 방향 전환을 모색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로, 이러한 방향으로 한국 교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내에 무슬림 선교가 일어나도록 충실히 교육/훈련 자료들을
개발하고 한국/한인 교회들/무슬림권 한국 선교사들을 잘 섬
겨야 한다.
셋째로, Ghana 2014에 참여할 자가 계속 로잔과 관계를 맺
으며 지속해서 이 일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젊은 차
세대 리더들을 개발하여 계속 이 일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선교계가 재정적으로도 지원하여 비
서구 교회가 무슬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한국 내 단체들이 이 일에 얼마나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할 것
인가가 매우 중요한 일로 보인다. 현지 교회들을 무장시키도
록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을 적극 재교육/훈련하고 돕는 일이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현지 교회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전략적으로 생각
할 볼 때, 이 방향이 매우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에서 모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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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오늘날의 선교지 상황은 선구 선교가 지배적이던 50, 60년
전과는 매우 달라졌다. 과거의 선교지는 대부분 서구의 식민
지가 많았고 선교사들이 체류하기 위해 비자를 얻는 데 비교
적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선교사 비자 대신 직업 비자를 가지고 선교지에서 활
동하는 선교사들이 많다. 전통적인 선교사들이 직업 비자를 얻
어 가는 경우도 늘었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
서 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난 20년 동안 전문인 선교사 혹은 텐트메이커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이 여러 사람들의 글
과 강연을 통해서 드러났다. 하지만 전문인 선교와 관련된 이
슈를 다룰 포럼은 없었다. 2009년 전문인 선교사역의 포럼이
필요함을 느낀 몇 명의 전문인 선교단체 리더들이 모여서 모
임을 시작했다.

이 옳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불명료한 용어를 사
용하는 대신 손창남 선교사가 발표한 다섯 가지 타입이 방향
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하는 다섯 가
지 타입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나중에 이 내용은 2012년 7월
‘직업과 선교’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직업과 선교의 다섯 가지 타입
▶︎1타입은 직업이 필요 없이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갈 수 있
는 나라에 가는 전통적인 선교사를 말한다. 이런 선교사는 선
교사 비자를 받고 나서 직업을 가지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일
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논의하는 텐트 메
이커 포럼과 전혀 관계가 없다.

1. 1차 텐트메이커 포럼의 주제: 혼란스러운 용어들의 문제

▶2타입은 1타입의 선교사가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는 소위
창의적 접근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경우를 말한
다. 대부분은 이 직업은 비자를 얻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이를 여권 기술 (passport skill)이라고도 부른다.

2012년 1월부터 시작된 텐트메이커 포럼은 이번에 제3회 모
임을 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전문인 선교사의 평가
였다. 제3차 포럼에서 전문인 선교 평가의 문제를 다루었는지
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열렸던 두 번의 포럼의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3타입의 경우는 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선
교사가 되어 선교지에서 같은 직업을 이용해서 사역하는 경우
를 말한다. 여기서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선교적 소명
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묻는 구조 안에
있거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차 포럼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하나는
전문인 선교 혹은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용어 중 어떤 것을 사
용할 것인가 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였다. 이 문제가 새로
운 것은 아니다. 이미 한국 선교계에서 이 문제를 15년 전에 이
미 다루었다고 들었다. 그 당시의 결론은 텐트메이커를 자비량
선교사로 번역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4타입은 3타입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해외에 취업을
위해서 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타입이 3타입과 동일하지
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묻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본다면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것을 텐트메이커라고 부르고 그 텐트메이커를 자비량 선교라
고 부른 것은 만족할 만한 결론은 아닌 것 같다. 텐트 메이커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반드시 직업으로부터 돈을 번다
는 뜻도 아니고 우리 말에서 자비량(self-supporting)이 말하
는 것처럼 후원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다. 따라서 텐트메이
커를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번역의 오류라고 하는 것

텐트메이커 평가 기준

▶5타입은 본국에 머물면서 해외에서 본국으로 온 외국인
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2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들, 또
결혼이주자, 혹은 유학생들이 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도 점점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여기서 텐트 메이커라고 한다면 일단 해외에서 직업을 사용
하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므로 2, 3, 그리고 4타입까지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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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인이라고 할 때는 3, 4타입, 만약 전문
인 선교사라고 한다면 3타입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포럼의 이름을 텐트메이커 포
럼으로 할지, 아니면 전문인 선교사 포럼을 할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거의 온종일을 이 문제를 토의하는데 보
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일단은 텐트메이
커 선교와 전문인 선교라는 두 개의 용어를 병기하기로 했다.
1차 포럼의 또 하나의 주제는 이원론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부분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한 이원론
은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목회자와 평신
도 사이의 신분적 제도가 결국 선교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2. 2차 텐트메이커 포럼의 주제: 전문인 사역의 목표
두 번째 포럼도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남서울 은혜교회의 게
스트 하우스에서 열렸다. 여기서는 박경남 선교사의 탁월한 발
제가 빛을 발했다. 박 선교사는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 목표를
다섯 개로 발제했다.
▶존재 (Being): 전문인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이 복음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저 선교사로 존
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때 그리
스도인 전문인 선교사는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섬김 (Serving): 전문인 선교사는 많은 경우 자신이 가지
고 있는 전문직을 통해서 선교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이럴
때 자신이 감당하는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
를 감당한다.
▶선포 (Proclaiming): 이 경우는 섬기는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자의 공동체 (Community building for believers): 조
직으로서의 완전한 교회 이전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한
다. 이 경운 정기적인 예배와 양육 등을 말하고 성례전과 같은
것은 다음에서 다룰 교회 개척 시점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개척 (Church planting): 현지인들로 구성된 조
직체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포럼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선교학 원리로 볼 때 현지의 교회 개척
을 할 수만 있다면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이다.
2차 포럼을 열 때 우리는 치열한 논의와 대립을 기대했다.
포럼 전에 만나 일부의 전문인 선교 단체 회원들은 자신들의
전문직 수행이 선교지에서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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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했기 때문에 수단이냐 목표냐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
거나 교회 개척은 결코 전문인 사역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등
의 주장이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막상 포럼이 열리자 명분론
이 우세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제적으로는 전문인 선교의 목
표가 선포나 혹은 섬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에도 신자의 공
동체를 만드는 지향점은 잃지 않는다는 주장에 다른 이의를 제
기하지 못하는 상황처럼 보였다.
토론 끝에 전문인 선교의 목표도 역시 믿는 사람들의 공동
체 건설이라는 데에 합의했다. 현지 교회 대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건설이라고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결국, 현지 교
회의 건설과 성장은 현지인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3. 3차 텐트메이커 포럼의 주제: 전문인 사역의 평가
전문인 선교 사역의 평가라고 할 때 어떤 범위를 말할 것인
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텐트메이커 포럼에서는 일단 앞
에서 필자가 언급한 2타입과 3타입에 해당하는 선교사의 범주
만을 다루기로 했다. 4타입의 경우는 책무라는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2, 3타입에 적용되는 규칙이 4타입의 평
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미 공식적인 포럼 전에 이미 평가의 항목을 생각해 보는
pre-workshop을 두 번 가졌는데 그 프리 워크숍을 통해서 다
음과 같은 열 가지 항목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
•
•
•
•
•
•
•
•
•

현지 언어구사 능력 (local language proficiency)
현지 문화 이해 (understanding of local culture)
사역적 전문성 (ministry ability)
직업적 전문성 (vocational ability)
영성 (spirituality)
진정성 (integrity)
사회적 기반 (social base)
역할 타당성 (role suitability)
통합성 (integration)
파트너십 (partnership)

4. 전문인 사역의 평가를 위한 지침
사역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예민한 문제라 포럼을 진
행하면서 선뜻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평가의 방향이 세워졌다. 우선 평가에는 정성적
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 정성적인 평가가 위
의 항목들 가운데 더 어울릴 것이다. 하지만 정량적 분석은 객
관적이고 보편적 평가가 될 수 있어서 가능한 한 정량적 평가
를 하려고 노력했다.
프리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열 개의 항목 중에서 가장 논의
의 여지가 없이 명확했던 것이 언어에 대한 평가였다.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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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 방법 가운데 우리는 LAMP (Language Acquisition
Made Practical)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평가방법을 원용하
기로 했다.
LAMP라는 책은 선교사들의 언어를 돕기 위해서만 만들어
진 책은 아니지만, 필드의 선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다.
이 책은 언어교사에게서 배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
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현지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책을 말한다.
LAMP에서는 첫날부터 현지인들을 만날 때 인사하는 법, 대
화를 종료하는 법 등을 먼저 배우도록 하는데 이미 매주 주제
를 더해 가며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되어 있다.
LAMP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
는 것이다. LAMP 책에서는 외국어를 하는 능력을 다섯 가지
로 표시한다.
▶ level zero:
50개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간단한 인사 정도를 하고 다닐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늘 기쁨을 선사
한다.
인도네시아에 온 한 단기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어에서 수
식하는 경우 우리말과는 반대로 명사의 뒤에 형용사를 붙
이는 것을 몰랐다.
▶ level one: 생존 수준의 언어
시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가격을 깎을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호텔에 들어가 방을 잡을 수 있고, 택
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하지만 전
화를 받기를 어렵다. 문법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지 않아 단
어를 그저 조합하는 정도에서 대화한다. 실수를 많이 한다.
▶ level two: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한 수준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한다.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회의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지도 알 수 있다. 자기의 의
사도 명확하게 표시한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충분히 나타
내지는 못한다.
▶ level three: 자신의 전문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이 수준에 오면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의 생각이란 전문 영역에서의 생각을
포함한다. 다음에 설명한 level four의 단계도 현지 전문인
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처럼 언어를 구사하
는 것이지만 레벨 3에서는 여전히 문법적으로나 어휘력에
서 제한적이다.
▶ level four: 현지인 전문가가 구사하는 언어를 구사하
는 수준
이 단계에서는 거의 어려움이 없이 자기의 생각들을 구사
하는 수준이다.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정말 현지어를 잘한다
고 느끼는 수준을 말한다. 문법도 거의 틀리지 않으며 어휘

텐트메이커 평가 기준

력도 상당하다.
▶ level five: 원어민과 동일한 수준
이 수준은 고등교육을 받은 원어민과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
만 20살이 넘어서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거의 도달하기 어
려운 단계를 말한다.
LAMP라는 책에는 각 레벨을 위한 질문지가 존재한다. 여
기에 모든 항목을 열거하기에는 지면에 제한이 있어서 몇 가
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 언어 능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질문들은 위에서 이야기한 레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들인데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레벨 제로에서 3까지만을 표
시해 보았고, 10가지 정도의 질문 가운데 대표적인 것 4 혹은
5가지만을 소개했다.
▶ Level Zero Plus
□ 새로 배운 단어 50개 이상을 적절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다.
▶ Level One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면 당신의 언어능력은 Level
One이다.)
□ 대화를 자유롭게 시작하고 적절한 단어로 마무리할 수
있다.
□ 식당 메뉴를 보고 간단한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
□ 채소, 과일, 우유, 빵, 고기 등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가격을 깎을 수도 있다.
□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표 구매도 가
능하다.
▶ Level Two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면 당신의 언어능력은 Level
Two이다.)
□ 날씨와 가족 관계, 거주 환경 등의 소재를 상세하게 설
명할 수 있다.
□ 전화 통화로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 본국과 선교지의 지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직원을 고용하며 근무조건과 근무시간을 협상할 수 있
다.
□ 정확한 발음과 효과적인 전달력에 자신감이 있다.
▶ Level Three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면 당신의 언어능력은 Level
Three이다.)
□ 시작한 대화를 완벽한 문법과 충분한 어휘력으로 마무
리할 수 있다.
□ 현지인의 대화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으며 대화에 초대
할 때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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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통화로 전달 받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
□ 문화적 실수, 부당한 징계,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있다.
6. 다른 항목에의 적용
이렇게 언어에 적용되는 질문의 형태를 8가지 항목 각각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가능하다. 15명의 참석자는
다섯 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그룹으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평
가를 위한 질문지들을 만들어 보았다.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
상 사역적 전문성과 직업적 전문성에 대해서만 그 예를 실어
보기로 한다.
사역적 전문성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역적 역량을 가졌
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직업과 선교에서 말하는 2타입
의 전문인 선교사는 사역적 전문성은 그런대로 잘 준비가 되
어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더
욱이 3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역적 전문성이 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것
인가가 중요하다.
그동안에는 사역적 전문성을 정량적으로는 이야기 할 수 있
지만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정성적인 분석이 아니라 정량적 분석을 함으로 현재의 역량에
대한 분명한 인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역적 전문성을 더 증
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할 지에 관해서 이야기
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역적 전문성도 언어 평가의 평가 방법을 원용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레벨로 나누어 보았다.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레벨 0: 전혀 준비되지 않은 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1
타입의 선교사가 창의적 접근 지역에 가서 자신이 전혀
해보지 않았던 직업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 레벨 1: 본국에서의 직업 경형이 없는 사람이 초보적인
직업교육만 받은 후 현지에서 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레벨 2: 본국에서 어느 정도 그 분야의 직업 경험이 있
었던 후 현지에서 직업을 시작한 경우를 말한다.
• 레벨 3: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현지에서 현지인 정도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레벨 4: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현지에서 그보다 더 나
은 전문성과 성과를 달성하고, 현지인도 그 전문성을 갖
도록 훈련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현지 동종 직종의 협
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나 현지 동종 직종
의 인력을 코치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수준을 말한다. 현
지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다.
나가는 말
평가라는 말 자체가 워낙 예민해서 초기에 평가 문제를 논의
하기로 했을 때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포럼
의 목표가 전문인 선교사를 줄 세우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
신이 현재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알려주
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데에 포
럼의 모든 참석자가 공감했다.

• 레벨 0: 사역적 전문성 전혀 없는 단계
• 레벨 1: 자신의 신앙고백이 있으며 복음의 전달 필요성
만 느끼나 본국에서의 사역의 경험은 없는 단계
• 레벨 2: 복음을 전할 방법을 알고 있으며 실천하는 단계
를 말한다. 직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일
을 할 수 있다.
• 레벨 3: 제자훈련이 가능한 단계를 말한다. 전도만 아니
라 개인적인 양육이 가능하다. 또 여러 명을 양육하는
경우 GBS (Group Bible Study)를 인도할 수 있는 단
계를 말한다.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특별한 교재가 없이
도 어느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단계다.
• 레벨 4: 재생산이 가능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단계를 말
한다.
직업적 전문성
직업적 전문성도 위의 사역적 전문성에서 다룬 것처럼 특별
히 2타입의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직업을 갖는 경우 혹은 3
타입의 경우라 해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 있지
본국의 경험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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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MNET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교회. Part2
오정호, 위클리프USA- Korean Church Engagement 디렉터

1.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상황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한 근대선교는 한 마디로 ‘From the
West to the Rest (서양에서 다른 곳으로)’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21세기의 세계선교동향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라고 할 수 있다. The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에서 발표한 Faith
on the Move: The Religious Affiliation of International
Migrants(1)에 보고된 2010년 외국출생 이주자 통계(2)(표1 참
조)를 보면 21세기의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
교시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2010년 외국출생
이주자(3)의 수가 2억 1천4백만을 넘었고 특별히 미주 한인 디
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상황에서 볼 때 20.0%인 4천2백81만
이 넘는 숫자가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ew Hispanic Center에서는 2011년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외국출생 이주자의 총계 4천38만 명 중 1천18만 명
이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출생자들이고 148만 명은 중동과 북
아프리카 출생자들이라고 보고했다 (표2 참조).(4)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바로 10/40창 안
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멀리 찾아 나서야 했
던 미전도종족에 속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미전도 종족들이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문 앞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
어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다. 바로 문턱선교
(Missions on our Doorsteps)의 개념이 생긴 것이다.
표 2: 외국 출생 이주자 (미국 통계)(5)

표 1: 2010년 외국 출생 이주자
국가

2000

인구 (만)

%

출생 지역

2011

국가
인구 (만)

%

인구 (만)

%

멕시코

916.3

29.4

1169.2

29.0

남아시아 & 동아시아

719.6

23.1

1018.3

25.2

카리브해

295.5

9.5

377.0

9.3

중남미

202.9

6.5

308.6

7.6

유럽, 아시아, 남미

남미

192.0

6.2

270.3

6.7

3.1

북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113.8

3.7

147.5

3.7

645

3.0

카리브해, 남아시아, 동유럽

기타

673.2

21.6

747.3

18.5

스페인

638

3.0

북아프리카, 남미

Total

3113.3

100.0

4038.2

100.0

인도

544

2.5

남아시아, 티벳

우크라이나

526

2.5

다른 국가

10,346

48.3

세계

21,400

100.0

미국

4,281

20.0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러시아

1,227

5.7

독일

1,076

5.0

구소련에서 온 러시아인들
동유럽에서 온 독일인, 투르크

사우디 아라비아

729

3.4

인
여러 나라

캐나다

720

3.4

프랑스

668

영국

(1)
Pew Research Center’s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Faith on the Move: The Religious Affiliation of International Migrants.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s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2012.
(2)
The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Faith on the
Move, P 23.
(3)
The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Faith on the
Move, P 13,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an
international migrant is someone who has been living for one year or
longer in a country other than the one in which he or she was born.
For the purposes of this report, estimates of the number of unauthorized or illegal immigrants living in various countries also are included
in the total counts. On the other hand, tourists, foreign-aid workers,
temporary workers employed abroad for less than a year and overseas
military personnel typically are not counted as migrants.

2. 미국 영주권 취득자 통계로 본 선교적 상황
아래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 통계(표3 참조)와 외국인의 유
학비자 입출국 신고서 통계(표6 참조)도 미주 한인 디아스포
라 교회의 선교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2000년에서 2012년 미
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총 280,900명이다. 같은 기간
의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 총계는 한국인
(4) Passel, Jeffrey S. and D’Vera Cohn. 2012. “U.S. Foreign-Born
Population: How Much Change from 2009 to 2010?” Washington,
D.C.: Pew Hispanic Center. January 9, 2012. P. 1. The Faith on the
Move estimates the number of foreign-born U.S. residents in 2010 at
about 42.8 million. However, Passel and Cohn estimates the foreignborn U.S. residents at about 39.9 million, almost 3 million les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two estimates is due to different methods of
counting. The Faith on the Move report includes the number of people
born in some U.S. territories and people born overseas to American
citizens who receive U.S. citizenship at birth. Passel and Cohn do not
include those numbers in their estimate.
(5) Motel, Seth and Eileen Patten, Statistical Portrait of the Foreign-Bor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11,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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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배인 1,137,045명이다. 동남아시아의 총계는 한국인의 5
배인 1,439,489명이고 남아시아는 4.6배인 1,292,203명이고
그리고 중동/북아프리카는 3배인 832,324명이다. 2000년에
서 2012년까지, 10/40창의 지역에서 온 영주권 취득자 총계
는 한국인 취득자의 16.7배인 4,701,061명이다.

66,434

인도

839,804

41,903 필리핀

57,327

필리핀

743,916

베트남

26,553

베트남

28,304

베트남

395,136

한국

15,721

한국

20,846

한국

280,900

파키스탄

14,504

이라크

20,369

파키스탄

201,746

대만

9,019

버마

17,383

이란

162,155

북아프리카

이란

8,487

파키스탄

14,740

방글라데시

145,356

표 3: 2000-2012년 미국 영주권 취득자 통계(6)
중동

필리핀

42,343

인도

인도

년도

한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2000

15,721

67,106

80,664

65,345

45,883

방글라데시 7,204

방글라데시 14,705

이라크

111,611

2001

20,532

86,367

102,780

96,032

55,063

일본
		

이란

대만

108,436

2002

20,724

85,315

98,690

92,680

54,196

2003

12,382

57,183

77,820

67,615

37,362

2004

19,766

76,376

104,173

94,624

50,679

2005

26,562

91,925

112,950

116,175

66,835

2006

24,386

107,411

137,422

99,433

73,402

2007

22,405

96,450

125,854

96,274

60,425

2008

26,666

100,197

107,029

100,894

66,693

2009

25,859

83,448

124,480

102,627

81,448

2010

22,227

86,885

120,046

117,499

81,301

2011

22,824

102,411

126,478

123,622

81,252

2012

20,846

95,971

121,103

119,383

77,785

1,137,045

1,439,489

1,292,203

832,324

Total 280,900
		

Sourc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미국 영주권 취득자 상위 10개국(표4 참조)을 보면 2000년
에서 2012년 기간 동안 중국(877,063명)과 인도(839,804명)
가 각각 한국인의 영주권 취득자보다 3배로 많았다. 즉, 21세기
의 첫 13년 동안 중국과 인도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 총계가 20
세기 100년간의 한국(775,646명)의 영주권 취득자 총계를 뛰
어넘었다. 또한 파키스탄(201,746명), 이란(162,155명), 방글
라데시(145,356명) 그리고 이라크(111,611명)를 합한 미국 영
주권 취득자의 총계(620,868명)는 한국인(280,900명)의 2.2
배에 달한다. 바로 이것이 21세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루어져 가고 있는 미국의 선교적 상황이다. 중국, 인도 그리고
중동 지역의 미전도 종족들이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현존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문 앞으로 문턱선교(Mission on
Our Doorstep)의 개념이 생긴 것이다.
표 4: 2000-2012년 미국 영주권 취득자 상위 10개국 (표 7 국가 중)
2000년
국가

2012년
Total

국가

2000-2012년
Total

국가

Total

7,049

12,916

Sourc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2012년 미국 영주권 취득자 상위 10개국 인구 기독교인 비
율(표5 참조)(7)을 보면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문 앞으로
문턱선교가 열렸다는 현실을 볼 수 있다. 미국 영주권 취득자
상위 10개국 중 필리핀이 93.1%로 기독교인 비율 1위이고 한
국이 29.3%로 2위이다. 하지만 개신교인 비율만 볼 때 한국 기
독교인 비율이 17.8%로 1위이다. 필리핀이 10.8%로 2위이고
버마가 6.6%로 3위 그리고 중국이 4.3%로 4위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개신교 비율이 2.0% 미만이고 방글라데시와 이란은
0.1%가 안 된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3년 동
안 중국과 인도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 총계는 20세기 100년간
의 한국의 영주권 취득자 총계를 뛰어 넘었지만, 인도의 경우
개신교 기독교인 비율이 1.5%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파키스
탄, 이란,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라크를 합한 미국 영주권 취득
자의 총계는 한국인의 2.2배에 달하지만, 개신교 기독교인 비
율은 <0.1%에서 1.6%밖에 안 된다. 개신교 기독교인 비율이
매우 낮은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소위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미
국,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4,500개가 넘는 미국으로 몰려오
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 5: 2012년 미국 영주권 취득자 상위 10개국 인구 기독교인 비율
국가

기독교인

개신교

카톨릭

동방 정교회

기타

중국

5.0%

4.3%

0.7%

< 0.1%

< 0.1%

인도

2.6%

1.5%

0.9%

< 0.1%

< 0.1%

필리핀

93.1%

10.8%

81.4%

< 0.1%

0.9%

베트남

8.0%

1.6%

6.4%

< 0.1%

< 0.1%

한국

29.3%

17.8%

10.9%

< 0.1%

0.5%

이라크

0.9%

0.4%

0.4%

< 0.1%

< 0.1%

방글라데시 < 0.1%

< 0.1%

< 0.1%

< 0.1%

< 0.1%

버마

7.9%

6.6%

1.3%

< 0.1%

< 0.1%

파키스탄

1.6%

1.1%

0.5%

< 0.1%

< 0.1%

이란
		

< 0.1%

< 0.1%

< 0.1%

< 0.1%

< 0.1%

Source: Pew Research Center’s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Global Christianity

중국

45,585

중국

81,784

중국

877,063

(6) 동아시아: 대만, 몽골, 일본,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버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남아시아: 네팔, 방
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중동/북아프리카: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아프
가니스탄, 알제리, 예멘,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카자흐
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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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비율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들은 모국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 공동체를 접했을 확률
(7)
Pew Research Center’s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Global Christianity: A Report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World’s Christian Population.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s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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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없다. 이들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접하게 된다면
바로 미국에서 처음 만날 가능성이 높다. 1970-80년대의 한인
사회도 그러했다. 한국에서는 신앙이 없어서 교회와 전혀 접촉
이 없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 한인들을 만나기 위
해 찾은 곳이 바로 교회였다.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한인들
을 찾은 것이다. 단순히 한인들이 그리워서 교회를 찾다가 하
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이
민자들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이것은 회교권 이민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모국에서는 명목상 무슬림으로 살던 사
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온 후에 동포들을 만나기 위해 찾는 곳
이 바로 모스크이다. 한인 이민자들이 한인공동체를 만나기 위
해 찾은 곳이 교회인 것과 같이 회교권 이민자들이 그들의 공
동체를 만나기 위해 찾는 곳이 바로 모스크이다.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과 같이 모스크가 회교권 이민자들
에게 공동체로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찾는 것은 모스크라는 장소가 아니
라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한 공동
체이다. 모스크는 다만 그 공동체가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
를 제공할 뿐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이민자들이 찾고
있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
러내는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
서 미국 교계와 선교계에서는 이민자들을 향한 접근 방안을 모
색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한가지 예로 캐나다 토론토에
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MoveIn (www.movein.to) 사역
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험한 지역을 떠나 안전한 이웃으
로 이사하고 또한 교회도 성도들의 이동을 따라 더 안전한 시
내 외각지로 이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단체는 역으로 젊은 성
도들을 도전하여 이민자들의 지역이나 난민 아파트 촌으로 이
사하게 함으로써 이민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고통과 기쁨
을 함께 나누는 사역이다. 주말 사역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나 여름 단기 팀이 1-2주 내지 한달 동안 자기 집에 살면서 난
민 아파트 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
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이사하여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한
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
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1903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
가 시작됨과 동시에 첫 번째 한인교회가 세워진 후 110년이 지
난 오늘 날 4,500여개의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로 성장 했
다. 그러한 성장이 바로 오늘의 문턱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
리 가운데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생각
해 본다. 이민자들로서 이민자들의 고통과 아픔과 한을 체험
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입장과 고통을 공감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 이민교회에는 타민족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한인들만 모이는 게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
이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교회의 위기
라고 본다. 1990년대의 긴장감이 영주 이민이 줄어들면서 교
인들의 평균 나이가 노화되는 현상이었다면 (Mission Korea

Review, Vol 3 참조), 21세기의 긴장감은 게토화인 것 같다.
1970-1980년대의 영주이민자들은 영어가 부족해도 미국에
정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의 비영주/비
거주 이주자들은 정착이 아니라 체류가 목적인 듯하다. 이들
은 타민족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을 필요를 느
끼지 않는다. 그들로 인해서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는 더욱 게토
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타민족 교회가 한인교회 건물을 빌
려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물
을 빌려주고 그들이 나름의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풍기는 냄
새 때문에 한인교인들이 불평하는 소식을 듣는다. 한인교회의
건물을 빌려 예배 드리는 민족은 한인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고유음식도 마음 편하게 못 먹는다. 바로 1970, 1980
년대에 미국교회 건물을 빌려 예배드리던 한인교회의 불평이
다. 김치 냄새로 인한 비난과 서러움 때문에 하루 빨리 교회를
건축해서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고 김치도 마음것 먹고 싶어했
다. 한인 이민교회가 받은 상처를 이제 오히려 타민족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본다.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교회가 21세기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
은 사도행전 10장의 상황과 유사하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베드로를 초청
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이 재연되고 있다. 복음의 불모지인 10/40창 지역으로부터 많
은 사람들이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문턱 앞으로 찾아
오고 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온 이방인들을 따라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
에 먼저 환상을 3번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가치관이 바뀌기
를 원하셨다. 주님께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교회에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10/40창의 미전도 종족들로부터 많은 사
람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미주에 있는 교
회들(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포함해서)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선교적 회심이 선행
되어야 하고, 이 선교적 회심은 단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
로 계속해서 체험되어야 한다. 이것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는다.
확장 일로에 있는 초대교회의 선교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이
있는 지역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나
님의 섭리 가운데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
람들이 한인 디아스포라교회 앞으로 찾아왔다. 여기서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는 계속 게토화된 한인들만이 모이는 이민교
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타민족 공동체로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의문이다.
3. 외국인 유학비자 입출국 신고서 통계로 본 선교적 상황
이민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역동성의 공동체이다. 한인
이민 3rd Wave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필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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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이민자가 차세대였지만, 4th Wave(21세기)의 차세대는
주로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 및 기러기 학생인 듯하다. 유학생
들과 기러기 학생들은 이미 한국과 부모님 슬하를 떠났다. 물
론, 상당수의 기러기 학생들이 부모 중 한 분(대부분 엄마)과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이 갈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
지 않지만, 이런 현상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
Mission Korea Review Vol. 3에서 살펴본 대로 유학생 중
약 75%가 미혼이고 대부분 기러기 학생으로 본다면, 이 75%
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엄청난 자원이다. 하지만, 또 다
른 제 2의 ‘블랙 홀’의 출현이 이 75%의 인력자원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이민법이다. 학생비자로 대학원
까지는 미국에 머물 수 있지만, 졸업 후 일정기간 내에 직업을
찾거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필자가 곧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한 유학
생들을 만나 상담해본 결과, 종종 한국보다는 제3국으로 가기
를 선호하는 경우를 보았다.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한국과 부
모의 슬하를 떠나 외국생활에 적응한 기러기 학생들은 한국으
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제3국을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런 현상을 ‘블
랙 홀’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선교적교회 차원에서 이
현상을 사도행전 8장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
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사건과 유사하
다고 본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신 것처럼, 디아스포라교회의 일꾼들
을 미국 바깥 선교현장으로 흩으시는 섭리라고 생각한다. 지
난 2000-2012년 외국인 유학비자 입출국 신고서(I-94)를 보
면 동아시아(3,332,928번), 남아시아(1,179,940번) 그리고 중
동/북아프리카(1,116,978번) 지역 출신 유학생 건수가 기록되
있다(표6 참조). 유학생수련회 (KOSTA)가 초기에는 유학생
들을 제자로 훈련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감당했다면, 4th
Wave의 유학생들과 기러기 학생들은 제자로 훈련해서 땅끝
으로 보내야 한다.
표 6: 2000-2012년 외국인 유학비자 입출국 신고서 (I-94) 통계

(8)

중동/

동남

남

아시아

아시아

211,475

42,351

61,650

카
67,054

88,742

222,501

44,165

74,181

70,461

2002

93,687

207,409

39,054

69,015

49,949

2003

103,895

183,992

35,845

71,406

43,808

2004

108,992

188,948

37,119

70,737

42,985

2005

117,755

192,593

39,496

72,902

48,407

2006

135,265

209,830

46,078

83,406

65,778

년도

한국

동아시아

2000

79,549

2001

북아프리

(8) 동아시아: 대만, 몽골, 일본,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버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남아시아: 네팔, 방
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중동/북아프리카: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아프
가니스탄, 알제리, 예멘,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카자흐
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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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55,178

232,122

55,454

104,084

77,681

2008

163,845

253,405

59,410

120,372

92,658

2009

146,468

278,733

55,753

110,837

98,019

2010

172,532

337,902

58,612

117,066

121,763

2011

159,218

383,357

59,576

114,170

153,954

2012

142,206

430,661

58,419

110,114

184,461

Total
		

1,667,332

3,332,928

631,332

1,179,940

1,116,978

Sourc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유학생들을 선교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은 여
름방학에 유학생들의 한국행과 단기선교를 하나로 묶는 일이
다. 2012년 유학비자 입출국 신고서(I-94) 상위 10개국을 보
면 10개국 모두가 아시아 나라로 나타났다. 한인 유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아시안 타인종 유학생을 사귄다 (표 7 참조). ‘먹자
클럽’같은 것을 형성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들과 교제한
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면 이들과 같
이 그들의 나라에 방문하는 것이다. 친구 유학생을 따라 그들
의 고국을 함께 방문하고, 그 집에서 민박하다가 자기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름방학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으
로 다시 돌아올 때 그 유학생 친구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그 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캠퍼스
내의 신앙공동체로 먼저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회로 인도하
면 된다. 나중에 이 친구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
나라에 있는 지역 교회와 연결해 준다. 이미 믿는 자라면 자기
네 나라의 교회들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기회를 미주 한인 디
아스포라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타인종 디아스포라 공
동체에게 나아갈 것인가가 질문이다.
표 7: 유학비자 입출국 신고서 (I-94) 상위 10개국 (표 10국가 중)
2000년

2012년

국가

Total

국가

Total

일본

113,102

중국

330,433

중국 (대만)

89,823

한국

142,206

한국

79,549

사우디 아라비아

96,069

인도

47,773

인도

93,293

터키

20,726

일본

59,967

태국

15,253

대만

37,965

인도네시아

13,125

터키

30,124

사우디 아라비아

12,579

태국

18,052

말레이시아

7,997

베트남

15,192

홍콩
		

7,676

인도네시아

10,154

Sourc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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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2년 유학비자 입출국 신고서 상위 10개국 인구 기독교인 비율
국가

기독교인 개신교

카톨릭

동방정교회

기타

중국

5.0%

4.3%

0.7%

< 0.1%

< 0.1%

한국

29.3%

17.8%

10.9%

< 0.1%

0.5%

사우디

4.4%

0.4%

3.8%

< 0.1%

< 0.1%

인도

2.6%

1.5%

0.9%

< 0.1%

< 0.1%

일본

1.5%

0.7%

0.3%

< 0.1%

0.4%

대만

5.5%

4.1%

1.4%

< 0.1%

< 0.1%

터키

0.4%

< 0.1% < 0.1%

0.3%

< 0.1%

태국

0.8%

0.4%

0.3%

< 0.1%

< 0.1%

베트남

8.0%

1.6%

6.4%

< 0.1%

< 0.1%

인도네시아
		

8.8%

5.8%

3.0%

< 0.1%

< 0.1%

Source: Pew Research Center’s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Global Christianity

그렇다면, 어떻게 유학생들과 기러기 학생들을 선교자원으
로 개발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제자훈련과 비전나눔을 통해
서이다. 필자는 미주한인디아스포라 이슈를 다루면서 차세대
선교적 회심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Kingdom
Dream)과 이민자의 꿈(American Dream) 간의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오스 기니스(Os Guinness)(9)의 말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일차적/우선적 부르심인데, 이는 바로 증인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이다. 목
사나 선교사만 증인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증인으로 부름 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이차적 부르심으로 각 개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직
업이나 역할로의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부름 받은 그
리스도인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각자의 은사와 직업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역할로 부르시는 과정에서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
를, 어떤 이에게는 두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
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이나 하나보다는 다섯 달란트를
원한다. 2년제 대학 보다는 4년제 대학을, 일반대학보다 명문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리학, 사회학, 철학, 역사 등
“돈이 안 되는” 전공보다는 엔지니어링, 의학, 법학 등 “잘 나
가는” 전공을 추구하는 성공지향성을 보인다. 명문대학을 졸
업하고 의사나 변호사, 엔지니어로 출세하면 어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셈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메리칸 드림이 아닌 하나
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
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이런 걱정은 믿는 사람들
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마 6:313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 없다
는 게 아니라, 필요한 줄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4. 결론
1990년대에 영주이민이 줄어들면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노화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는데, 지난
10년 4th Wave(21세기) 거주자들의 유입으로 그 염려가 사라
지고 오히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났
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초점이 생존과 성장에 맞춰지고 자원
과 에너지를 그 방향으로만 투자하느라 교회의 본질이 등한시
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국의 삶에 지친 유학생들과 기러
기 학생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American Dream”을 격
려하는 메시지가 한인 디아스포라교회 강단을 점령했고, 미국
영주권/시민권이나 “American Dream”을 버리고 천국 시민
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
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루어가는 메시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
게 되었다. 21세기의 차세대는 이미 고향과 부모를 떠나 미국
에서 교육받은 양질의 선교자원임에도 American Dream만
이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자리잡은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비전과 관련하여 지난 어바나 선교대회(Urbana 2006)
에서 들은 메시지가 생각난다. 흔히 선교적 소명에 대해 아
브람의 부르심(창세기 12장)을 말하지만, 데라도 같은 부르심
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데라
는 하란에 도착한 후 거기 정착하고 만다. 그리고 데라가 거
기서 죽음으로써(“… and he died there.”) 창세기 11장이 끝
난다. 그 후 12장에서 아브람의 부르심이 있었다. 만일 아브람
도 하란에 머물렀다면 그도 거기서 죽고 끝났을 것이다. 그러
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으로 떠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또 다른 인
물이 있다. 그는 바로 롯이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보다 이민자의 꿈,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꿈’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만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선
택이었다.
어바나 선교대회에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생각했다. 우
리도 고향을 떠나 미국에 왔다. 하지만 미국이 약속의 땅은 아
니다.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여기가 약속의 땅은 아
니다. 신약의 약속의 땅은 땅끝, 마지막 족속, 마지막 방언이
다. 땅끝으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여기서 영적으로 육
적으로 죽고 말 것이다. “American Dream”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꿈(Kingdom Dream)” 을 살려야 한다. 이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다. 이것이 마지막 족속, 마지막 방
언의 살길이다.

(9)
Os Guiness. The Call: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Nashville, TN. W Publishing Group, 1998. 오스
기니스 저/홍병룡 역. 소명: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 서울: IV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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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남 선교사 가족의
《족자비안 나이트》
그 후 이야기

11년간의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선교단체 대표로서 본부에서 행정과 동원 사역을 하는 동안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내가 지나온 여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과정이었고
나를 빚어 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과정이었다.
손 선교사는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
는 일, 자신의 은사에 맞는 일을 찾아 열정적으로 도전한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기쁨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다. 앞으로
도 내 순례의 여정에 손 선교사가 귀한 동료가 되어 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다.
김동화 선교사 _한국해외선교회 법인 사역부 대표
손창남 선교사 특유의 익살스러운 문체가 살아 있는 이 책이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젊은 선교
세대도 좇아갈 수 있는 길을 밝혀 줄 것이라 확신하기에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이태웅 박사 _한국해외선교회 글로벌리더십포커스 원장
이 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여전히 재미있고 감동적이다.
둘째, 선교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준다. 셋째, 최근 한국 선교 리더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보게 해 준다. 독자들은 저자가 잘 정리해 놓은 한국 선교의 미래적 과제를 공
유하고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철호 선교사 _선교한국 파트너스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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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동원
박준범 선교사, 인터서브코리아 대표

1961년 한국교회가 파키스탄과 같은 이슬람국가를 향한 선
교에 첫 발을 들려 놓기까지는 아랍세계를 위한 선교 동원에
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는 한국의 크리
스천 비즈니스 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걸프 지역(Gulf
region) 국가들로 사업 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한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아랍
세계에 선교적으로 참여하는 시작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아랍국가들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개인들의 이
주 형식이었지 전체로서의 한국교회가 아랍권 선교를 위한 운
동으로 관여해 온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는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남
에 따라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했다. 그러나 아랍 세
계로의 선교사 파송은 그 숫자의 측면에서 미미했다. 한국교
회의 선교 열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랍 세계의 국가들은
한국교회에게는 잊혀진 땅처럼 보였고 아랍 세계를 위한 다
음 세대의 동원의 강조는 없어 보이는 듯 했다. 한국교회가 선
교사들의 동원과 교회 개척을 추구하며 쉼 없이 전진해온 동
안 끊임 없이 선교 사역에 대한 모델과 구조들에 대한 평가들
을 수행해 왔다.
2013년 한국의 선교지도자들이 모인 제10차 방콕 포럼이
있었다. 이 포럼에서 한국의 선교지도자들은 한국교회에서 선
교동원을 위한 중점 목표를 설정했다. 그것은 첫째, 선교를 수
행하는 교회에서 선교적교회로의 전환, 둘째, 이원론적 선교
에서 총체적 선교로의 전환, 셋째, 동원에서 참여로, 그리고
과업중심의 파트너십에서 하나님나라를 위한 협력(kingdom
partnership)으로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도자
들은 이 목표들을 한국교회에 선언하고 가까운 미래에 이것들
을 위한 실천들을 실행해 가기로 격려했다.(1)
지난 30년을 관통하는 한국교회의 서계선교에 대한 이런 재
평가는 매우 현저하고 의미가 있다. 한국교회 리더들은 한국교
회가 당면한 선교동원의 이슈를 인식하였다. ‘그 동안 우리는
세계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하는 동원의 개념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한다.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많은 지역에 이미 현지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들 교회
들과 협의를 하거나 파송한 후에 파트너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2) 고 반성했다.

(1)
Editorial, Korea Mission Review, 2013 Bangkok Forum Statement, Aug 2013, No 2, Vol. 3, p 17
(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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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 포럼에서 한국지도자들은 선교동원의 초점이 변
화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그 동안 우리는 현장의 필요에 의한
동원이라기보다는 보내는 쪽의 입장에서 지나친 물량적 동원
을 했음을 반성한다. 특히 교단이나 교회의 확장이라는 관점
에서의 선교의 동원이 이루어짐으로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
겼다고 시인한다. 우리는 그 동안 선교를 총체적으로 인식하
지 못해서 선교의 동원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선교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 개척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인력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개척한 교회의 숫자나 세례를
준 사람의 숫자 등의 수량적인 결과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
았다. 이런 결과로 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사역을 위한
동원, 예를 들어 선교사 자녀 교육, 필드 행정, 본국 사역 등에
필요한 선교사들은 부족한 형편이다’(3)라는 날카롭고 의미 있
는 반성을 내 놓았다.
한국교회와 아랍세계
먼저 한국은 아랍권 세계로부터 지리적으로 많이 멀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의 구분에 의하면 아랍 세계는 한국교
회에는 M2/E3에 속하며 이는 한국교회에는 지리적으로 매우
멀고, 같은 아시아 문화이지만 문화적으로 그 이질성이 많다.
이런 지리적 거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랍선교에 대한 인식을
갖는 시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70년 이후, 교회보다는 먼저 비즈니스 영역에서 아랍국가
들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었다.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운동 역사
에서 한국교회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와 문화 지역에 해외 선교 관심을 보여왔다. 많은 한국교회들
이 선교 인력과 자원을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 동원하는 일에 대부분 중점 되어 왔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아랍 세계를 위한 선교와 선교사 동원엔 매우 미약했
다. 지리적인 거리감에 더해, 한국문화의 배타성도 하나의 원
인이었다. 한국은 강력한 단일문화 중심사회였고 이로 인해 한
국교회 선교도 동질적인 아시아문화권 나라들을 위한 선교 동
원에 중점 되어 왔다. 중동이 근동아시아로 같은 아시아이지만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거리감은 많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만큼 모든 민족과 나라,
종족에 대한 사명에 대해 단일 문화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2007년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한 선교 팀 22명의
사건은 아랍세계, 이슬람국가로 선교를 확장하려는 한국교회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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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고난을 안긴 경험이었다. 두 분이 죽음을 만났고 이 피납
의 전 과정이 민감하게 아랍과 한국 미디어를 통해 세계에 중
계되고 노출되었다. 한국의 비기독교와 반기독교 그룹들은 아
프칸과 아랍 세계와 같은 위험한 나라에 자극 선교사를 파송
하고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 피납 사건
이후 세속주의 그룹과 한국교회간의 긴장은 지속되어 왔다. 이
사건과 상황의 결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 그룹에서 아랍과 무
슬림 국가들에서의 선교의 방식에 대한 깊은 회의가 일어났다.
그들은 소위 이슬람 선교에 대한 온건적 입장의 접근들을 비난
하기도 했다.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계와 교회에 이런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이 오늘까지 한국에 존재한다.

터서브코리아와 협력하여 훈련프로그램(5)을 제공하기까지 한
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아랍권으
로의 탐방과 정탐(outreach) 프로그램이 아직 그 교회들의 아
젠다와 정책들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슬람 선교 전
문 선교단체들과의 협력적인 전략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아랍세계에 대한 outreach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감
사하지만, 선교단체들과의 협력 하에 가장 좋은 선교적 실행
들(the best mission practices)이 발전되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가운데 2000년 이후 비즈니스, 노동자, 국제 결
혼 등을 한국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무슬림들의 지속적인 이주
가 있어 왔다. 한국인 무슬림을 포함해 이주 무슬림들이 증가
해 한국 내 13만 7,000명에 이르는데 이는 과거 10년 전에 비
해 32.3%가 증가한 수치다. 이슬람으로의 개종의 주된 배경은
모스크 방문, 아랍권에서의 유학이나 비즈니스, 중동으로의 병
력파병, 이슬람의 교육기관이나 대학들을 향한 포교활동, 무슬
림과의 결혼, 그리고 이슬람 문화센터들의 적극적인 포교활동
이 그 이유들이다.(4)

아랍 세계의 한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한국 비즈니스 회
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에 진출했
던 1970년대부터 설립되어 왔다. 이 교회들은 대게 주로 그 지
역들에서 살고 일하던 한국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목회에 중점
을 두고 발전해 왔고 아랍 세계에서의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십 년 이후 이런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아랍 세계 선교
에 참여해 가면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
한 재정 후원, 멤버케어 등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
었다. 예를 들어 두바이의 A교회는 아랍 세계의 선교 참여를
주도하는 선교적 교회이다. 그 교회는 56개국 OIC 이슬람국
가에 선교적 참여를 목표하고 이 지역의 선교사역을 적극 지원
하고 있다. 아랍 세계에 있는 한국교회들은 아랍권 선교에 참
여하는 그 질과 강도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그 교회들은
앞으로 더 바람직한 조직적인 협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협력적
인 연합과 관계를 세워갈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내에서는 무슬림들과 무슬림 이주에 대한 방어
적인 태도도 관찰된다. 소위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는
이슬람내의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리즘과 그 테러 대한 이미지
와 이해로부터 결과되어 온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반(反)무슬림 그룹들이 형성되었다. 세계화의 현상으로 한국
과 아랍세계간의 많은 인구 이동과 상업 교류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경우에 따라 이런 교류와 과정에 대한 뚜렷한 반대들
이 있다.
아랍 세계로의 접근의 발전
비록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 안에 아랍세계로의 접근의 여러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과 아랍세계로의 의미 있는 접
근의 발전이 증가되고 있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직장과
비즈니스를 위해 아랍세계로 진입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
해 ‘K-move’ 프로잭트로 이들의 아랍세계와 북아프리카로의
진출을 격려하고 돕고 있다. 이는 여러 아랍권에 들어가는 한
국 기독 청년들의 수가 늘어간다는 의미이고 이들의 비즈니스
기회들도 늘어간다는 의미이다. 이런 변화는 직접적으로는 한
국의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을 발굴하는데 있어 어떻게 Business as Missions을 수용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일부의 지역교회들은 이슬람 국가로의 그 선교적인
관심과 헌신을 진전시키고 있다. 이 교회들은 아랍과 이슬람국
가에서의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것에 소명을 지닌 성도들을 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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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동원의 최근의 동향
최근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KRIM)
의 보고에 의하자면, 대중집회를 통한 선교동원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Perspective Study Program (PSP) 같은 선교 훈련
과 Encountering Islam 같은 학교를 통한 동원이 더 의미 있
게 증대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의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을 발
굴하는데 지속적인 방안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6) 매
년 약 2000명 이상의 젊은 세대가 이 PSP훈련에 참여하고 있
다. 이것은 지난 30년간에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것과는 대조
적인 양상으로 현저한 변화이다. 선교사들의 갖는 교회와 젊
은 세대를 향한 선교 접근도 변화해 왔다. 선교지에서 자신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미시지를 주는 것보다 선교사
역이 어떻게 선교지의 개인들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
야기하고 선교지에 일어난 확고한 변화(transformation) 이
야기를 나눈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뼈아픈 경험 이후, 한국교회
(5) 서울의 B교회는 인터서브와 함께 개발한 <무슬림사랑학교>를 통
해 많은 이슬람 사역들 발굴과 훈련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6) Editorial, Korea Mission Review, 2013 Bangkok Forum Statement, Aug 2013, No 2, Vol. 3,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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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선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려
왔다. 비록 한국교회와 리더들이 아직 중동과 아랍권과 같은
민감한 지역을 위한 선교 전략의 새로운 접근 계획과 방법들
에 대해 더 알고 수용할 필요가 있지만, 파송 교회들과 선교단
체들, 그리고 선교지 사이의 많은 소통과 피드백들이 증진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아랍세계의 선교를
위한 진보에 필요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교회가 선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선교 모델들을
받아드리는 노력을 현저하게 지속해 왔다. 지난 100년 이상의
서구교회의 선교모델들을 연구하면서, 한국교회는 미래의 선
교의 방향이 어떨 것이며, 변화하는 선교 전략에 어떤 변화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어려운 선교적 상황 속으로 새로운
세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다. Business as Mission(BAM)과 같이 여러 새로운
선교 모델들에 대한 논의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가
운데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미래의 전략들로서 그 효과
성과 적절성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 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
으로’의 전략 개념이 한국교회의 선교 계획들의 최전방으로 대
두되고 있고, 한국교회는 글로벌 선교운동의 그 역동성과 다양
한 차원들을 더욱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 속에서 이런 모델들
이 수용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디아스포라를 동원하
는 것은 한국교회의 쉼 없는 아젠다이다. 타문화에서 살아가
는 한국교회의 숫자들은 늘어가고 있고 그들 디어스포라들의
선교 사역으로 참여하는 동원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이다.
아랍선교를 위한 전문인 선교
한국 선교계 리더들이 인식한 바와 같이, 한국 선교동원은
일견 다분히 단선적이었다. 이제 아랍권 선교에 접근함에 있
어 하나님의 선교의 총체적인 측면의 더 깊은 이해가 절대 필
요하다. 한국교회는 가능한 한 많이 다양한 창조적인 역할과
참여를 불러 일으키는 전문인들을 동원하는 발걸음을 내 디
뎌야 한다.
총체적 선교의 이해, 특히 이슬람 국가와 같은 지역에서의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이 한국교회에 더욱 수용되고 있고 특히
교단 선교부까지 널리 수용되어 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가
장 보수적인 교단인 고신 교단의 해외선교부는 전문인 선교
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앞으로 3년 내에 더 많은 전문
인 선교사를 파송해 내기로 결정하였다. 전문인 선교를 증대
하는 이런 목표와 함께 이 교단은 전문인 선교훈련 과정을 개
발했다. 이런 발전들을 통해, 기술, 비즈니스, 보건 등의 영역
에서 전문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아랍 세계에서 전문인 혹
은 자비량 선교사로서 그들의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아랍세계
로의 선교에 많은 전문인들의 참여가 앞으로 수년 동안 일어
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에서 2013년 10월 1,200명의 의료 전문인들과 학생들
을 초청하는 목표로 의료선교대회가 열렸다. 이 선교대회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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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화하는 세상, 변치 않는 부르심’이였다. 참석자들 중에는
500여명이 넘는 젊은 주니어들과 의과대학, 보건계 학교의 학
생들이 참가했다.(7) 이 대회를 통해 아랍권을 위한 의료 전문인
선교를 위한 하나의 분명한 비전이 공유되었다.
아랍세계에서의 한국문화의 영향력
최근 한국의 팝 문화의 인기는 중동 및 아랍세계의 많은 나
라들에서 대단히 증가하였다. 이 현상은 ‘한류’ 즉 한국문화의
흐름이라고 일컬어진다. 아랍국가들의 민족들은 한국의 드라
마, 음악, 문화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현저하게 폭발적인 관심
을 보였다. 많은 아랍권 학생들이 한국과 문화를 배우기 원함
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인기 있는 직
업이 되어 간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어 교수사역과 전문인들을
훈련하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 예측된다.
현재 아랍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이런 기회들의 발전으로 일
하는 선교사들의 수가 늘고 있다. 이 한류 운동은 아시아와 아
랍으로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동원하는데 많은 기회들을 제공
해 주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간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런 아랍
권과 이슬람 권의 민족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적 가교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한류 현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랍 세계의 민족들을 섬기는 통로로서 역할
을 할 수 있다.
아랍세계에서의 총체적 선교
한국교회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발견하는 선교지의 상
황과는 상관없이 교회 개척 사역을 일차적으로 강조해 오는 경
향이었다. 이 집중은 일부 나라들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장벽
들을 극복하는 얼마간의 긍정적인 기여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것은 또한 선교지에 진정한 변화를 불려 일으키는 변혁적 선
교(transformative missions)를 수행하는 관점에서는 논란이
되는 문제들과 이슈들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방콕 포럼의 한국의 선교지도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진술
을 듣는 것은 한국교회에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우리는 선
교지에서 충분한 선교적 이해를 갖지 모하고 실수를 범한 것
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사 동원의 방식이 세계
선교의 상황들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선
교지의 실제적 삶의 상황에 관한 진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을 인식한다” 고 했다.
총체적 선교는 반드시 복음전도적이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복음주의 선교는 반드시 총체적 선교이어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은 한국교회들이 아랍세계에서 선교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
해 신학적인 관점에서 더욱 견고히 자라는 것은 보고자 한다.
우리의 선교동원은 언어를 습득하고 성공적으로 문화를 습
득하고 현지교회들과 팀으로 협력적으로 일할 세 일군들을 구
비시켜야 한다. 또한 동원에 있어 훈련생들의 지속적인 학습
(7)

http://www.medicalmission.or.kr/html/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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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서의 선교동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 자신들
을 선교에 헌신하는 미래의 자원들을 멘토링 체계를 갖고 도와
야 한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선교로 동원하는 일에 중점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선교로 앞장서
발굴하고 창조적으로 부르는 일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가 아랍 세계를 위해 일군들을 발굴하
고 동원함에 있어 우리는 필경 매우 전략적이고 협력적으로 그
선교지들의 상황 속에 잘 들어 맞는 선교사를 파송해 가야 한
다. 그 동원은 교회와 선교 단체간의 풍성한 소통가운데서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 반추 (Personal Reflection)
우리가 아랍 세계 선교에 더 많은 전문인과 젊은 세대들을
발굴하면서 그 아랍 세계 속에서의 삶과 선교가 갖는 현실과
어려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랍 세계 선교에 참여했고 또
한 선교사 동원에 참여하는 자로서, 필자는 우리가 이 아랍 세

계의 삶들의 실제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칠수록 그들은 이슬람
국가들을 향한 선교의 길에 대해 더욱 두려움(fear)을 느끼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관찰한다. 이 두려움은 종종 젊은 세대
들이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 선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정탐과 생각을 가로막는다. 심지어 아랍 세계에 들어가기도 전
에, 그들은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이나 감내하게 될 고
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
선교 리더로서 또 동원가로서, 젊은 세대 선교 자원과 후보
자들이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
을 수 있도록 얼마만큼 선교의 실재를 드러내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주 고민이 된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항상
성령님의 역사의 빛 안에서 그리고 아랍세계의 미전도 종족 안
의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도록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
님의 확고한 부르심 안에 매여있다.
이 글은 2013년 10월 국제 선교지 St Francis Magazine Vol 9, No 5 에 실린
글을 한역한 글이다.

선교에서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있다?

실제 그렇게 보인다. 청년선교대회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의 수도 줄었고, 선교학교 등 선교훈련에 오는 젊은이들 수도 줄었다.
요즘 선교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장년 성도가 더 많다. 선교 관련 주제도 제2의 커리어로서의 선교, BAM(Business as
Mission), 등 비교적 장년 성도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들이 많이 등장한다.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선교에 관심있는 젊
은이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정말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일까?
몇 가지 사회적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일단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둘째, 청년시절의 삶 자체가 자본주의의 영향권 아래
로 들어갔다. 자본주의와 결합한 개인주의적 현상은 결국 젊은이들이 그들의 즉각적 미래를 고민하게 하였고, 이를 채우기 위해
그들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실제 그들은 바로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다. 셋째로 기성세대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사회보다는 교회가 더 그렇다. 최근 한국교회문제들이 젊은이들을 크게 실망하게 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기성세대의 가시권 밖
에 위치하게 하였다. 한편 교회는 스스로 무덤을 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젊은이들에게 시선을 돌릴 틈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있다. 조국과 교회의 미래와 세계 그리고 자신의 꿈을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
있는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대해 비관적인 그들이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있다. 뉴욕, 워싱턴, 런던, 밴쿠버, 시드니, 북
경, 상해, 첸나이(인도) 등 전 세계에 꿈과 소망을 쫓아 나와 있는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문제는 그들이 향방 없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 디아스포라 젊은이 집회가 성황을 이루는 것도 이런 현상 때문이다. 이렇
게 그들을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공간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들을 잘 도와야 한다.
기독교 젊은이들도 여전히 많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대형교회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교회 청년부는 거의 전멸
수준이다. ‘부흥 모드’에서 ‘생존 모드’로 바뀐 중소교회에서 청년들을 한 투자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결국, 청년들은 자신의 필
요를 채울 수 있는 대형교회로 몰리게 된다. 그들을 탓 할 수 없다. 기독교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이라는 시각이 교정되기
전에는 어떨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안은 중소교회 청년모임을 살리는 것일지 모른다. (편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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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포럼 1

중동 이슬람권 기독교의 어제와 오늘
김기학, Interserve Korea

1. 중동의 기독교(1)
중동이라고 하면 이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중
동에 이슬람이 태동하기 훨씬 전에 먼저 기독교가 존재해 왔
다. 중동의 기독교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이
후 오랫동안 박해와 공인, 교리논쟁과 교회의 분열 과정을 거
쳐 이슬람 세력에 정복되어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현
재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 갔다. 2000년 역사를 이어온 정교
회(Orthodox Church)를 만나게 되면 수 천 년 모래더미에 묻
혀 있다가 발견된 고대 문명의 건축물 같은 느낌이 든다. 1400
년의 이슬람 지배 아래서 명맥을 유지한 중동의 기독교가 어
떻게 전해 내려왔고 현재 존재하는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중동이슬람권 선교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1.1 중동 기독교의 기원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 교회는 지중해 주변으로 퍼져
나가 정착하게 되었다. 예루살렘교회는 야고보에 의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베드로에 의해(로마교회 역시 이들에 의해 세
워져 나감), 바빌로니아 교회는 도마에 의해(인도교회 역시 도
마에 의해 세워졌다고 알려짐),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마가 요
한의 의해, 사이프러스 교회는 바나바에 의해 세워졌다는 전승
이 각 지역 전통 교회에 의해 전해 내려온다(2). 그리스어로 쓰
여진 성경이 아람어와 콥틱어, 아르메니아어 등 각 지역 언어
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이 언어들은 지금도 정교회 예배에
사용되고 있고, 고대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다.

다. 이전까지 세속 국가에 박해받던 기독교는 국가와 결합하
는 상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콘스탄틴 대제는 330년 비잔
티움을 새로운 행정 수도(Nova Roma; 새로운 로마)로 정한
다. 337년 콘스탄티누스 왕이 죽자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노플
(Constantinople)로 명명되고, 이후 기독교 국가로 천 년이
넘는 세월을 비잔틴 제국(Empire of Byzantine)의 수도로 존
재하게 된다.
1.3 교리논쟁과 동방교회의 분열
4, 5세기 동안 수도를 옮긴 기독교는 교리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 교회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히 필요했던 당시 일곱 차
례 공의회를 소집하여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중심으로 기독
교의 핵심 교리를 200여 년간 다루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
도 이 과정속에서 교리적인 논쟁은 종종 정치적인 문제와 섞
여 순수성을 잃기도 하였고, 교회는 분열하게 된다. 7차에 걸친
공의회(Ecumenical Council)를 통해 교회는 신조(Creed)를
확정하여 교회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다. 그중 325
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The Nicene
Creed)와 451년 칼케돈 신조(The Chalcedon Creed)는 주
후 300년 이후 교회의 운명에 닥칠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
치게 된다. 이러한 공의회들은 보편적 교회의 부상과 함께 교
회의 조직화와 경직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이 시
기를 거치면서 기독교의 가시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고, 행정지
역을 따라 5개의 교구가 형성되었다. 대표적 5개의 교구 도시
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이다.
로마를 빼고는 모두 중동 지역에 위치한다.

1.2 콘스탄티노플 시대와 동방교회(Eastern Church)(3)의 출
현
주 후 300년간 속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를 거친 기독교는
로마 황제 시대에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면서 핍박을 받다가 마
침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Constantine; 재위 306~337)
에 의해 공인된다. 이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우상
숭배형태의 그리스-로마의 이교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게 되었
(1)
이 글은 KMQ 2013년 겨울 호 통권 48호에 <중동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참고하여 설악포럼2014에서 발제한 글이다,
(2)
Norman Horner, “Christian Churches in the middle East”,
Mission Focus Publications, 1989, p. 7.
(3) 서방(라틴) 교회의 상대적 의미로 동방교회라 호칭되지만 더 깊은
뜻은 죽음에서 부활한 빛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나는 태양이 동방(東方)
에서 떠오른다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대축일을 서방에서는 아직도
'East Day'(동방의 날)라고 한다. 동방 정교회라고 할 때 정(正:Orthodox)이
란 사도전통 ·교부전통의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믿음, 올바른 예배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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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년 3차 에베소 공의회 때 네스토리안 파(Nestorian)가
비잔틴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 되어 분열되어 나온다. 이
어서 451년 칼케돈(Chalcedon) 공의회 때 결의된 교리를 따
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한 본성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
단성론(Monophysitism)’ 그룹이 비잔틴 교회에서 갈라져 나
오게 된다. 이것이 소위 ‘칼케돈 파(Chalcedonian)’와 ‘반 칼
케돈 파(Non-Chalcedonian)’로 갈라져 동방교회는 분열한
다. 이 분열에는 사실 신학적인 문제와 함께 지역적, 문화적,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이때 분열되어 나온 반 칼케
돈 파를 ‘오리엔탈정교회(Oriental Orthodox Church)’라고
부른다. 이렇게 갈라져 나온 정교회 그룹은 콘스탄티노플 제
국의 속한 주류 교회인 소위 ‘동방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에 의해 ‘단성론’ 이단으로 낙인찍혀 오랫동안 핍박
을 받아야 했다. 이 두 그룹은 이후 1500년간 정교회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각자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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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54년 동방 서방교회의 대 분열(The great schism)
451년 ‘오리엔탈 정교회’가 갈라져 나온 이후 1054년 콘스
탄티노풀 교회는 다시 교회의 대분열을 겪는다. 교회 전체에
대한 최고 우위권을 주장하는 로마 교황들과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들 사이의 정치적 세력 다툼이 이어지다가 소위 ‘필레오
케(라틴어, Filique) 논쟁(4)’이라는 교리 논쟁을 통해 1054년
서방교회의 레오 9세(Leo IX) 교황과 동방교회의 미카엘 세룰
라리우스(Michael Cerularius) 총대주교는 서로 상대를 파문
하게 되면서 교회는 동서로 분열하게 된다. 이것이 로마 가톨
릭(Roman Catholic Church)과 동방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의 결별이다.

2. 중동의 교회 분파들
앞서 언급한 교리적 논쟁과 정치적 이유로 교회는 분열되어
현재 중동에 기독교는 여러 분파가 존재한다. 현재 중동에 기
독교 분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다시 정리해 보
면 크게 다섯 개의 기독교 분파로 나누어진다. 여기에는 여러
분파의 정교회(Orthodox Church) 교단과 가톨릭 교단, 개신
교 교단이 존재하며 각 정교회 교단이나 가톨릭 교단은 자체적
으로 교황(Pope)이나 총대주교(Patriarch)를 선출하고, 사제
(Priest)를 배출하며, 성례를 집행한다.

주요기독교 분파

(http://en.wikipedia.org/wiki/Christian_denomination)에서 도표 인용

2.1 네스토리안 교회(Assyrian Church of the East)
428년부터 431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를 역임한 네
스토리우스(Nestorious)는 431년 에베소 공의회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성만 소유했고, 하나
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함으로 정죄된다. 그의 교파는 페르시
아를 거쳐 인도까지 이르렀고, 중국 당나라 때 ‘경교’라는 이름
으로 한때 융성하기까지 했다. 현재 네스토리안 교회는 이라크
와 시라아, 이란과 인도 남부에 10만여 명의 신도들이 칼데아
(Chaldean)교회, 앗시리아(Assyrian)교회 등의 이름으로 남
아 존재하고 있다.
(4) ‘필레오케’란 “... 그리고 아들로부터"란 뜻으로 콘스탄티노플의 총
감독이던 포티우스는 서방교회가 니케아 신경에 '필레오케'란 단어를 삽입했
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 서방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함으로 논쟁이 발생한다. 즉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다"고 선포했는데 동방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하신다'라고만 선포함으로 ‘...와 성자로부터’를 삭제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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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리엔탈 정교회(Oriental Orthodox Church); 비 칼케
돈파(Non Chalcedonian)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의된 교리를 거부한 지중해 동
쪽지역과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정통 교회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대개 단성론(Monophicism)(5)자들로 분류되며 칼케돈
공의회를 기점으로 비잔틴 그리스 정교회(Byzantine Greek
Church)에서 분리된 분파인데 칼케돈 공의회를 따르던 정교
회, 소위, ‘동방 정교회; Eastern Orthodox Church’라고 불
리는 분파와 구분하여 ‘오리엔탈 정교회; Oriental Orthodox
Church’로 불린다.
이 분파에 속하는 정교회는 다음과 같다.
1) Armenian Orthodox(or Apostolic) Church(아르메
니안 사도교회).
2) Coptic Orthodox Church(콥틱교회 혹은 이집트 정
교회/).
3) Ethiopian Orthodox Church(에디오피아 정교회).
4) Syrian Orthodox Church of Antioch and All the
East(시리아 정교회)(6).
2.3 동방 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 칼케돈 파
(Chalcedonian)
비잔틴 제국의 그리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분파를 말
한다. 8~11세기 동안 로마교황을 중심으로 한 라틴문화권교회
(Western, Latin, Roman Catholic Church)와 그리스문화권
교회(Eastern, Greek Orthodox Church)간에는 문화적 ·정
치적 ·경제적 요소들로 깊은 갈등을 겪었다. 결국 교황권과 성
상숭배문제, 필리오케(Filioque)라는 논쟁으로 1054년에 서로
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는 서로 교회를 파문(7)함으로 기독교 세
계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대분열(8)을 하게 된다.
이후 1204년 4차 십자군 원정때 서로마 세력이 정교회들을 핍
박하고 살육함으로 동서는 완전히 결별(9)하게 된다. 소위 ‘그
리스 정교회(Greek Orthodox Church)’가 바로 이 분파에 속
하고, 러시아 정교회 (Orthodox Church of Russia), 동유럽
(Eastern Europe) 교회와 역사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동
로마 제국이 건재했던 시절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동방 정교회
의 중심역할을 했으며,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5) 단성론 교회들은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단죄 받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었으며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단성론
신학을 받아들인 교회들이다. 단성론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삶, 그리고 죽음
이라는 순환을 가진 지상의 그리고 인간의 몸을 띠고 있지만, 예수의 본성은
전적으로 신성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신성과 인성의 두가
지 본성이 아니라 오직 한가지의 신적인 본성만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단성론
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높이다 인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6)
여기서 시리아는 현대적의미의 시리아지역이 아니다. AramaicSyriac speaking Christians들을 말한다. 미사 시 고대 Syriac어가 사용된다.
초대로 부터 불렸던 'Jacobite'라고도 불린다.
(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65년 12월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8) 2차 대 분열은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에 대항한 종교개혁으로 일어
났다
(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003년 그리스 방문시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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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당한 후에는 정교회의 중심이 러시아 제국(10)으로 옮겨져
러시아 정교회(11)가 중심이 된다.
중동 ‘동방정교회 Eastern Orthodox Church’ 분파에 속하
는 정교회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Ecumenical Patriarchate of Constantinople; 터키
전체인구의 0.2% 정도로 추정.
총대주교청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http://www.
patriarchate.org/index)
2)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Antioch and
All the East; 시리아 레바논등 아랍 지역에 소수로 존재함.
(http://www.antiochpatriarchate.org)
3)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Jerusalem; 주로 예
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거주. (http://www.
jerusalem-patriarchate.info/)
4) Greek Orthodox Patriarchate of Alexandria; 이
집트와 수단에 약 만 정도의 성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http://www.patriarchateofalexandria.com)
5) Orthodox Church of Cyprus.; 사이프러스인구의
98%가 이 교회에 속하는 정교회인으로 알려진다. (http://
www.churchofcyprus.org.cy)
2.4 로마 카톨릭(Roman Catholicism; Eastern Catholic)
과거 서로마 교회로부터 분열했다가 역사적 전철과 가톨릭
선교활동에 의해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간 교회를 말한다.
십자군 전쟁 당시 동방교회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보내어졌다.
이것으로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는 사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후 몇 세기 동안 각 정교회 대표들은 연합운동을 추구했다.
먼저 비숍과 총대주교가 하나가 되고 그후 새로운 동방 가톨
릭 교구(New Eastern Catholic Patriarchate)를 구성했다.
동방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에서 갈라져 나온 그
리스 가톨릭 교회(Greek Catholic Church)가 있었는데 이것
이 바로 ‘멜카이트(Melkite church)’(12)라는 교파이다. 이러한
동방 가톨릭 교회(Eastern Catholic Church)를 ‘유니에이트
(Uniate)’라고 불렀다. 각 교회는 동방교회식의 예배모범과 언
어와 교회법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로마 가톨릭에 합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유니에이트(Uniate)’는 정교회보다는 시기
가 짧은 젊은 교회이지만, 오늘날 중동 내에서 기독교의 중요
한 분파로 자리 잡고 있다.
(10) 10세기에는 키예프 대공국의 블라디미르 1세가 개종하여 동방정
교회를 국교로 삼아 러시아 정교회가 성립되었다. 블라디미르 1세의 개종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가 기독교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1)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잠식하던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몽골
제국의 영향력이 강해져 가고, 키예프 대공국이 쇠약하지는 대신 신흥국인 모
스크바 대공국이 떠오르고 있었다. 1329년, 러시아 대주교좌는 오늘날의 모스
크바로 이전했다. 1453년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 후, 모스크바는 ‘정교회
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하였다. 또 1547년 이후, 모스크바 대공은 러시아 황제
(차르)라 자칭하였으며, 수도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 ‘제3의 예루살렘’이라
고 불렸다. 1589년, 러시아 정교회는 독립 교회가 되어 모스크바 총대주교 아
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12) 팔레스타인 출신 ‘피를 나눈 형제라는 책’ 의 저자 ‘엘리야스 샤쿠
르’사제가 멜카이트 교단 출신이다.

중동 이슬람권 기독교의 어제와 오늘

이 분파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교단들이 있고 중동지역에 약
4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1) Armenian Catholic Patriarchate of Cilicia.
2) Chaldean Catholic Patriarchate of Babylon(Assyrian
Church).
3) Coptic Catholic Patriarchate of Alexandria.
4) Maronite Patriarchate of Antioch(13); 소위 ‘마론파’ 55
성도들이 레바논에 거주.
5) Melkite(‘King’_Greek) Catholic Patriarchate of Antioch; 소위 ‘멜카이트’교단으로 알려진 약 45만 교인이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6) Syrian Catholic Patriarchate of Antioch.
2.5 개신교(Protestant Church; Evangelical & Episcopal
Church)
19세기 초 개신교 소속의 영국성공회(CMS)와 미국장로회
(PCUSA)는 이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함으로 중동 지
역에 개신교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전통종교에 대
해 무지한 채 보내지게 됐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게 됐
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경을 정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가르
쳤고 이로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소유한 정교
회교인들은 종종 위협을 당하거나 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 이
러한 정교회 출신들로 부터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다. 이집트와
레바논 등 중동의 개신교 역사는 150여 년이 넘지만, 다른 정
교회에 비해 역사가 짧다. 짧은 연륜에도 중동지역에서 현재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개신교 신도들이 중
동지역에 살고 있다.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는 정교회든 개신
교든 이집트에 가장 많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중동 기독교의 기원과 역사, 분파들을 살펴보았다.
중동의 기독교 분파는 오랜 역사와 함께 복잡하다. 1400년 이
슬람 치하에서 견디어온 이들은 연대의식이 강하고 전통을 중
시한다. 이런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중동의 기독교의 성향
과 뿌리를 이해할 때 중동의 기독교는 다시 보이게 된다. 그들
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랜 핍박의 긴 여
정 속에서 폐쇄적인 성향의 정교회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
동을 정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부세력으로 치부하기 쉽다.
이러한 전통 기독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문화유산을 가치 있게
여기면 이들을 사용하실 ‘선교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며
중동의 기독교를 만나게 될 때 중동 이슬람권 지역의 선교도
앞당겨 질 것이라고 믿는다.

(13) 마론파(Maronite): 바돌로메와 다데오에 의해 알미니안들에게 복
음이 전파된 이후 계승된 정교회. 레바논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며 동방
정교회식 가톨릭이다. Maronite 교회는 17세기 콘스탄티노플과 결별한 후 다
시 가톨릭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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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세계 기독교 운동을 위한 퍼스펙티브스)는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배우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써 USCWM(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랄프 윈터 박사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퍼스펙티브스는 2000년에 시작되어, 1년에 2회씩 봄과 가을에 진행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들을 위한 일주일의 집중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한국 파트너스의 퍼스펙티브스는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 인증하는 수료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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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자신학화와 내부자 운동
임태순, GMP대표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 선교가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자신학화의 가능성
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한국교회의 관점에서, 이
슬람 선교의 자신학화를 논하려면, 이슬람 내부에 깊숙히 들
어가 그들의 문화, 종교, 영적 상황을 복음과 통합하는 복음적
공동체를 세운 경험과 성공사례들이 어느 정도 쌓여야 하는데,
한국교회의 경험이나 연륜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복음의 진정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수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Christ-Centered Community)를 세우고, 또
그 열매로 나타난 (무슬림 배경의) 현지인 지도자들에 의한 자
신학화 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할 때, 이슬람 선교 자신학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논의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전
통적 관점을 내려놓고, 이슬람 상황에서의 그리스도 중심 공
동체 형성을 시도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신학적 문제
와 씨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슬람 상황에서 선교사역
을 감당하는 한인 선교사들의 질문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
석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자신학화 토론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를 통해 한국적 영성에 기초한 이슬람 선교신
학의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훗날 한
국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적 영성에 영향을 받은, 무슬림 배경
의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가 자신학화 논의를 하게 될 때 귀중
한 토론 기초가 될 것이다.

II. 내부자 운동에 대한 개관
내부자 운동(Insider Movement)의 개념은, 성경 자체가 증
거하는 선교 개념이다.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서 성인이 되기까지 내부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내부자로서 유
대사회, 더 나아가서 전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다. “유
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란 바울
선교사역 원칙은 오늘날 내부자 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현대
에 와서 타문화권 사역에 있어서 내부자적 관점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맥가브란이라 할 수 있다. 맥가브란은 그의 책
The Bridges of God (1955)에서 “선교기지 중심의 사역”과 “
종족중심 사역”을 비교하면서, 전자는 외부인(당시는 주로 서
구인)에 의한 이질적인 서구식 교회 설립 중심으로 선교를 이
해한 것인 반면, 후자는 그 문화의 내부인이 중심이 되어, 현
지의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다리를 타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
는 전략을 지칭한다. 맥가브란(McGavran)은 어떤 종족도 외
부인에 의해 복음화된 적이 없으며, 한 종족의 복음화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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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인 개종자 공동체에 의해 이뤄져왔음을 지적하면서 자
민족 복음화에 있어서 내부자적 관점을 유지하는 교회들의 중
요성을 역설했다.
맥가브란의 관점에 따라, 이슬람 비판을 통한 대결적 메시
지에 의존했던 전통적인 전도 방법론을 내려놓고, 복음을 손
상하지 않으면서도 이슬람 친화적인 전도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슬람 사회 내부에 생존가능한 교회개
척 고려 없이, 개개 무슬림에 대한 전도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
전의 무슬림 전도 전략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슬람 사회 내에 남아 자민족 복음
화를 담당할, 상황화된 무슬림 내부자 공동체(교회) 개척에 대
한 토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상황화된 교회개척과 (이슬람
사회 내에 생존가능한) 무슬림 개종자 공동체 설립을 통한 무
슬림 복음화 전략은, 최근 존 트레비스 (J. Travis)의 C-스펙트
럼으로 연결되었다. 트레비스는 무슬림 공동체 내에 생존하면
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 설립에 관
한 다양한 접근을 여섯 가지 C-스펙트럼으로 단순화하여 정리
를 시도하였다. 무슬림권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중심 공동
체” (Christ-centered Communities)는 공동체가 모임시 사
용하는 언어, 문화, 예배형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
유의 정도,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 등에 따라 C1부터 C6 까지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모든 유형은 예수를 주로 고백
하며 복음의 핵심요소를 공유하나, 무슬림들의 이슬람에 대한
충성도, 기존 문화와의 결속, 외부 기독교 세계와의 연대감 정
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존 트레비스는 “내부자 운
동” (Insiders Movement)을 C5 공동체 설립을 지향하는 운
동과 동일시하나, 내부자 운동이란 용어는, 상황화를 적극 수
용하여 피선교대상/종족의 내부자로 남아 복음화와 교회개척
(믿는자들의 공동체 형성)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들 (C3
부터 C6까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III. 이슬람 상황에서 내부자 운동이 제기하는 신학적 쟁
점들
1. 내부자 개념의 기준으로서 “무슬림 정체성”의 모호성
내부자 운동을 대표하는 두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 즉 C4
공동체와 C5 공동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슬림 정체성 유
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슬림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치 않다. 이는 C5 전략을 내부자 운동으
로 규정하고 C5 운동의 이론화 신학화를 주도하는 학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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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개념 정의에서 엿볼 수 있다.
Rebecca Lewis는, 내부자 운동을 정의하는 두 기준으로,
첫째, 기존의 사회 문화적 네트워크를 유지한 채, 그 관계를 따
라 복음이 증거되며, 기존 공동체 (pre-existing communities)의 틀 안에서 새로운 신앙고백이 담겨지는 형태의 교회
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내부자 운동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후에도 기존의 사회-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retaining their socio-religious identity) 것을 지지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내부자 운동은 C4, C5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C4도 문화적 면 뿐 아니라, 옛 종교의 외형적인 면
중에서 (성경적으로 수용가능한) 상당부분을 수용함으로써 무
슬림 공동체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부자 운동 기준인, “무슬림 정체성”이 샤하다 (이슬
람 신앙고백) 전체를 수용하는 것이라면(1), 무함마드와 꾸란을
믿는 것이 된다. 꾸란은, 예수와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
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부인하는데 이를 수용하는
것은 기독교 핵심 신앙고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2. Kingdom Circles: Christianity는 서구 Christendom이
아니라 Globalized Church

회-종교적 정체성 (socio-religious identity )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 배경의 신자들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새로운 영적 정체성 (anew spiritual identity)
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지만, 유대교적 율법과 예배
형식에서는 기존의 사회-종교적 (Jewish socio-religious) 정
체성을 그대로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내부자 운동의 무슬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통해 새로운 영적
(spiritual) 정체성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지만, 사
회-종교적 (socio-religious) 정체성은 여전히 무슬림으로 남
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Lewis의 “Kingdom Circles” 모델 통한 설명은, 무슬림 선
교의 핵심이, 그들의 사회적-종교적 정체성 (socio-religious
identity)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 정체성 (spiritual identity)의
변화에 있음을 일깨워주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Brad Gill
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회복은, 전통적인 기독교회를 넘
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 중심) 내부자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수용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신학의 프리즘”은 Christianity를
유대교와 Hellenism과 같은 수준에 놓고 설명하고 있는데
(figure3) 이는 Christianity를 서구문화에 기초한 Christendom으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은,
Christianity를 Christendom이 아니라 Global church로서
인식한다. Global church는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 속에
서 형성된 교회들이 (각자의 자신학화 통해) 스스로의 문화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Global church 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규정한다면, 무슬림 배경의 내부자 공동체들은 기독
교와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Globalized church 와 연결되
어 자신학화 과정을 가야 할 것이다.
3. 이슬람 내부자 운동에서 선교사의 역할: 주도자인가? 동
반자인가?

Rebecca Lewis는 내부자 운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틀로서
“Kingdom Circles” 모델을 제시한다.(2) Kingdom Circles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정체성을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영적 정체성 (spiritual identity)이며, 다른 하나는 사
(1)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라술)이
다.” 여기서 라술의 의미는 알라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선지자란 의미로 이는
꾸란의 계시성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
(2)
Rebecca Lewis, 2009. “Insider Movements: Honoring GodGiven Identity and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logy. 26: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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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비스는 C-5 내부자 운동에서의 선교사 역할을 동반자
(Alongsider)로 규정한다. 동반자란 “예수 신앙의 여정에 있
는 내부자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다른
문화 및 지역에서 온) 외부자들”(3)이다. 내부자 중심 신자 공
동체 설립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은, 외부자로서 동시에 내부자
적 관점을 지향하는 중간자로서, 내부자 공동체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한다. 내부자 공동체 설립에 참여하는 선교사들
은, 내부자들의 자신학화 능력을 믿고 곁에서 그들을 지원하
고 자극하되 주도하지 않는다. 내부자 스스로, 이슬람 사회의
용납을 이끌어내고, 무슬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
운 영적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반자로서 선교사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
다. 내부자들은 성령과 성경에 의지하여 스스로 자신학화 과
정을 진행한다. 동반자로서 선교사들은, 동시에 내부인들이 세
운 자신학화 과정을 Global Church와의 교류할 수 있도록 돕
는 역할을 한다.
(3) 존 트라비스, 2014. “내부자 운동에 있어서 동반자의 7가지 역할:
최근의 실례 및 성경적 고찰,” 전방개척선교 KJFM. 5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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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자 운동에 대한 성경적 근거: 행 15장의 쟁점을 중심
으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상황은 내부자 운동 (C4 와
C5를 막론하고)의 성경적 근거로 인용된다. 이 배경과 논의 과
정, 그리고 결론은 여러 면에서 내부자 운동의 자신학화 과정
을 보여준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의 자신학화 방향성에 대해
서는 논란이 있다. Higgins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유대
주의를 강요하지 않되 이방종교적 상황에 머무는 것은 허용된
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회의 결정사항은 이방문화와도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도록 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다. 이
회의결과, 이방인 초대교회는 유대주의 뿐 아니라 이방종교/
문화를 극복한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후
초대교회의 발전과정이나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관은 사도행
전 15장 결정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
상황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내부자) 공동체는, 이슬람 사회 내
생존을 위해 이슬람 문화 종교적 형태를 수용하되, 성경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연속성(discontinuity)
을 분명하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IV. 맺는 말: 내부자 운동 자신학화 동반자로서 한국교
회를 위한 제안
1. 세계복음화 위해 이슬람 사회 내부에 생존가능하며 동시
에 자민족 복음화의 촉진자로서 내부자 운동은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이슬람 선교 상황에서 내부자 공동체의 자신학화 토
론을 돕는 동반자가 되려면, 한국선교는 위의 스펙트럼을 적
용하는 다양한 상황화 교회개척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 설립)
시도들을 허용하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류를 통해 신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동시에
초문화적 해석학적 공동체 (international hermeneutic
community)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이슬람 상황에서의
자신학화 과정을 나누고, 동시에 다른 문화, 종교적 배
경 자신학화 과정들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C. 이슬람 세계의 미래에 대한 토론이 고려되어야 한
다.(4) 이슬람의 미래가, 근본주의 이슬람의 득세로 나아
갈 것인가 아니면 개혁주의적이며 포스트모던 세계관과
의 공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이
다. 다수의 개혁주의 이슬람 학자들과 서구 학자들은 이
슬람 문명이 다원화되고 지구촌화된 미래 세계와 공존의
길을 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슬
람의 문화적, 종교적 면을 수용하여 개종자 공동체의 이
슬람 사회 내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되) 동시에, 정
직하게 기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진리대결의 형태로
이슬람 신앙과 직면하는 것이 효과적인 무슬림 선교전략
이 될 것이다.
3. 다수의 한인 선교사들이 아직은, 신자 공동체가 이슬람사
회 머물기 어려운, 전통적인 선교방법론을 따르고 있다고 보
여진다. 그러나 앞으로, 이슬람 사회 내 생존가능한 내부자 공
동체를 세우고 내부자들 스스로 무슬림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돕
고자 한다면, 동반자로서, 내부자 운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부자들의 동반자로서 자신학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한인 선
교사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동시에 현장경험들이 나눠지
고, 교회지도자들, 신학자들과 함께 자신학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성경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뤄지는 비판적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내부자 상황화 공동체는 이슬람사회의 적대성 정도에 따
라 다양한 모델이 진행될 수 있다. 상황화된 무슬림 배경 신자
공동체 자신학화를 동반자로서 함께 하고자 할 때,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고려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A. 이슬람의 문화, 종교적 정체성을 수용하는 상황화
된 신자 공동체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수용할 것
인가 가늠해 봐야 한다. 신학적 융통성을 갖고 한국선교
사들이 자신들이 세운 “그리스도 중심 내부자 공동체”의
신학화 작업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한인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파송을
받은 존재이므로 상황화 정도에 대해서 한국교회와의 교
류를 통해 함께 가야 한다.
B. 삶의 전 영역과 세계관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
하는, 복음에 적대적인 이슬람 상황 하에서, 기독교적 전
통을 배제한 채 성령과 성경의 안내만 의지하여, 이슬
람 정체성을 유지하면도 동시에 복음적 고백의 공동체
를 세워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2000년 동안, 성
령과 성경의 인도 아래 형성되어 온 Global church와의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자신학화와 내부자 운동

(4)
이 주제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대표적인 자료는,
John L. Esposito, 2010. The Future of Isl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한스 큉, 2012. 『한스 큉의 이슬람: 역사 현재 미래』 손성현 옮김 (서
울: 시와 진실)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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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C

세계 동원가 전략회의(Global Mobilization Consultation)
한철호, 선교한국 파트너스

배경
GMC(Global Mobilization Consultation) 은 전 세계 선
교 동원가들이 모이는 전략회의로 지난 2013년 12월 3일~6일
까지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선교동원가 125명이 모였다.
원래 이 모임은 퍼스펙티브스 각 국가 리더들의 모임이 그 배
경인데, 퍼스펙티브스 리더들만 모이지 말고, 선교동원에 관련
된 사람들이 한번 세계적으로 모이고자해서 결성된 모임이다.
동원가, 높고 거룩한 부르심
선교에서 동원가라는 정체성은 비교적 모호한 편이었다. 역
사적으로는 현장 선교사들이 본국에 와서 미래 선교사들을 동
원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랄프 윈터가 USCWM( US Center
for Word Mission)을 만들어 미전도 종족선교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알리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동원이라
는 개념이 독립된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동원의 개
념은 선교가 선교사들 만의 과업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구성
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과업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카이로스 프
로그램을 시작한 맥스 치스먼은 동원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
분했다. 선지적 사역으로서의 일반적 동원, 사도적 사역으로서
의 전문적 동원, 그리고 현장사역동원이 그것이다. 선지적 사
역으로서의 일반동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적 세계관
을 형성해 주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는 역할이다. 사도적 사역으로서의 전문적 동원은
선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자질을 돕는 사역으로 훈련, 사역 기
술, 선교사가 되는 여정들을 돕는 사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현장사역 동원은 선교사로 현장에 배치되고 열매 맺는 사
역이 일어나도록 돕는 사역이다.
이 일을 위해 동원가는 중립지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서 선교가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동원가는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그 단체가 필요로 하는 선교자원을 동
원하는 일을 할 수 도 있지만, 배타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에 적합한지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므로
처음부터 특정 단체를 목적으로 두고 선별적으로 사람들을 동
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원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
고 포괄적으로 사역할 수 밖에 없다. 선지적 사역으로서의 일
반동원에 참여하는 자는 목회자, 선교사, 일반성도 등 누구든
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도록 그 운동성이 확보된다. 한편 사도적 사역으로서의 전문적
인 동원은 동원가로서의 전문성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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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가, 구비되어야 할 전문성
사도적 사역으로서의 동원가는 광범위한 전문가(General
Specialist)가 될 필요가 있다. 미래적으로 다양한 선교영역에
서 사역할 인적 자원들을 구비시키는 측면에서 동원가들은 선
교의 광범위한 범위의 내용과 사역에 대한 통시적인 시각과 자
질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원가들은 선교에 대한 Know How
도 구비해야 하지만 Know Where의 자질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의사와 필요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거
나 발전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원가들의 시각이 너
무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소속집단의 관심에만 집중되
어 있을 때 광범위하면서도 전문적인 동원이 일어나기 쉽지 않
다. 이런 측면에서 동원가들이 선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소
양을 갖추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관찰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전세계적
으로 동원사역 자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단체들이 많이 늘
어났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동원 사역이 개별 선교단체의 사
역의 일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동원 사역 자체가 전문적인 사
역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선교단체 중
심의 선교운동에서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선교운동으로 발전
되어 가면서 교회의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필요를 전문적으로
도와야 하는 요구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동원가, 협력을 위한 모색
동원의 목표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에 있
어서 자신들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 동원은 반드시 협력을 전제
로 한다. 최근 동원사역의 경향은 특정 국가 안에서의 협력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립
지대에서 국간 단위의 선교동원을 주도하는 단체들의 네트웍
(Global Network for Center for World Mission)도 생겼고,
미주 중심의 선교동원 단체들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국가단
위의 선교동원 사역들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빠
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교대회 등을 통해 동원 외에일반적 동
원의 중요한 도구는 교육을 통한 동원이다. 최근 교육을 통한
선교동원의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퍼스펙티브스나 카이로스
등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육의 도구 외에도 각 국가
별로 선교동원을 위한 교육도구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을 통한 선교동원의 핵심적인 도구인 퍼스펙티
브스 프로그램이 미국과 한국 등 몇몇 나라들 중심으로만 일어
났는데, 최근 퍼스펙티브스 프로그램이 중국어, 스페인어 등으
로 번역이 완료되었고, 불어 번역 등이 시작되면서 더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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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이 일어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아시아 권에서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국라 리더들이 퍼스펙티
브스 프로그램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래
서 Perspectives Global Asia 가 만들어 졌다. 비서구권 교회
들이 선교적 참여가 확대되면서 비서구권 교회에 적합한 선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해졌다.
동원가의 동원
이제까지 동원가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사역의 영역이
거나 사역자였다. 동원가 자체를 목표로 동원가를 동원하는 일
은 거의 없었다. 선교사들이 단체 선교사 수급을 목적으로 하
거나, 선교단체 관련자들이 교회를 돕는 차원에서 선교를 알
리는 것 정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만일 전세계적인 선교
동원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인 미복음화된 지
역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동원가의 동원이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
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구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37~38)라고 이르신 것 처럼
세계복음화의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일꾼을 보
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회의 중에 캐나다 Center for Evangelism & World Mission 의 T. V Tomas는 더 많은 선교사 파송을 위한 동원가
동원을 위한 새로운 페러다임을 소개했다. 동원가 동원에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추가하는 방법인데, 한 사람의 동
원가가 일년에 4명의 선교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동
원가는 10년 동안 40명의 선교사를 동원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증식의 방법을 채택하면 전혀 다른 차원을 선교사동원이
일어나게 된다. 한 동원가가 일년에 3명의 동원가를 동원하고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는 동원된 3명의
동원가가 각각 2명의 새로운 동원가를 동원하고 2명의 선교사
를 파송하게 된다. 결국 두번째 해에는 9명의 동원가와 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 3년 째에는 9명의 동원가가 각각 2
명의 동원가를 동원하고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27명
의 동원가와 26명의 선교사가 파송된다. 이렇게 할 경우 10년
이 지나면 59,048명의 선교사가 파송되게 된다. 즉 더 많은 선
교사를 동원하는 방법은 동원가를 배가하기 시작할 때 가능하
다는 것이다.
동원가의 자질
네 가지 자질에 대해서 언급되었다. 첫째는 일반적인 사역자
의 자질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열정 그리고 인내심이다. 특히
인내심이 요청되는데, 선교동원이 긴 여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역교회에 뿌리를 두면서도 세계적
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다. 동원의 목표가 지역교회들로 하여
금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므로 전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인 시
각(Glocal= Global + Loca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원가는
지역교회와 성도 개인의 상황과 정황을 잘 이해면서 그들이 자
신의 문제와 자신의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돕는 역할

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징검
다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째로, 동원
가는 부지런히 배우자는 이면서 동시에 너그러운 배포자가 되
어야 한다. 동원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선교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므로 선교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하
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동시에 그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에
게 최대한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동원가
는 앞에서 언급한 광범위한 전문가(General Specialist)로 구
비될 필요가 있다. 네째로, 동원가는 전염성있는 촉매자이면서
동시에 민감한 코치 혹은 멘토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원가는 자신이 확신하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확산 전파해야 하며, 선교 관심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세밀
한 멘토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미래
앞으로는 비서구교회들 가운데 엄청난 선교동원이 일어나
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교동원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
다. 서구교회선교와 비서구교회선교 사이에서 있는 한국선교
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둬야 할 시점에 왔다. 남미와 아프리카의
나라를 포함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지였던 필리핀, 인도
네시아, 중국 같은 나라도 선교동원과 파송에 관심을 두기 시
작했다. 그런데 비서구권에서의 선교동원은 이제까지의 서구
적 선교동원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은 본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
는 장기선교사들보다는 해외로 취업해 나가는 해외 취업자들
이 텐트메이커 선교사로 소명을 가지고 가도록 동원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PM3 같은 사역이 이에 해당한다. 수많은 필리
핀 해외 취업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선교 최일선에 들어가
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주목할 만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그들을 잘 훈련하고 선교적 소명을 가지게 함으로써 새
로운 형태의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텐트메이커들의 영적 공급과 전략적이며 사역 가능한 훈련과
도구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느냐이다. 아프리카는 기존의 그리
스도인들이 지리적으로 국가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같
은 국가 안에 존재하는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
록 유사문화권 사역(E2 전도)을 향한 도전과 소망을 심어주고
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머지않아
중국은 세계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교회
가 뿌리를 내리면서 그들 가운데 서서히 선교사 파송에 대한
관심과 비전이 확산되고 있다. 특별히 최근 중국 도시가정교
회의 발전은 중국교회 전체 그림에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 가고
있다. 도시가정교회의 수준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들 안에 중
국적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하듯이 앞
으로의 세계 선교동원 방향은 지금까지 선교동원 방식과는 사
뭇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비서구교회들은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동원 전략과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 선교동원을 위한
중립 사역인 Center for World Mission과 같은 구조들이 빠
르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사뭇 기대되는 일이다.

세계 동원가 전략회의(Global Mobilization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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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sanne Movement

2015 Global Diaspora Forum 준비모임
문창선, 위디국제선교회, 로잔 디아스포라 Catalyst

지난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세계 로잔대회에
서 여러가지 선교의 아젠다들이 다루어 졌지만, 그 중에서도
비중있게 논의되었던 것이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이다. 그
결과 2015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
세계에서 초대된 선교학자들과 선교사역자 500명이 모여 그
로벌 디아스포라 포럼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역사적인 포럼을
위하여 현재 그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Global Diaspora
Network/GDN) 로잔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전세계 신학교에 디아스포라 선교학 과정 실행을 돕기 위하여
Compendium을 발간한다. 둘째,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적용
한 실체적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성장을 위한 전략 모색을 한다
세째, 디아스포라를 위한 교회와 신학교의 효과적인 연계사역
구축하는 것이 그 주요 목표가 될것이다.
Global Diaspora Network
이에 세계 선교계 지도자들과 신학자 및 교계 지도자들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적
의미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체계화하기 위한 모임을
Global Diaspora Network(GDN)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하여
진행하였고, 이후 이 모임은 매년 수차례 북미, 유럽,과 아시
아 등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인 모임을 가져왔다. 이러한 모임
을 통해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홍보와 정보를 발굴하고 리더들
을 양육하였다. 그 결과 현재 캐나다의 암브로스 신학교, 마닐
라의 얼라이언스 신학교, 미국의 웨스턴 신학교, 우크라이나의
복음신학교, 등 여러 유수한 신학교에 디아스포라 선교학 과정
이 준비되고 있다. 이와같은 의미있는 일들이 발전하여 2015
그로벌 디아스포라 포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GDN Summit, Korea
GDN 리더십 모임이 지난 2014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위디국제선교회의 호스트로 뉴욕주립대 송도 캠퍼스
에서 열렸다.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은 전세계 디아스포라 선
교 케이스 발굴 및 이론적 토대를 확립 하여 디아스포라 선교
학을 정립하는데에 있고, 구체적으로는 2015년 마닐라 디아
스포라 포럼을 기획하고 동 포럼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선교
Compendium를 발간하려고 준비하는 것이었다. 또한 다루
어진 내용은 2015 그로벌 디아스포라 포럼의 정신과 필요성의
공감 및 고찰, 포럼의 주제와 내용 정립, 세부일정 및 초청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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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에 대한 균형잡힌 구별 등이었다.

건펜디움(Compendium)
2015년 마닐라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발간될 Compendium을 통하여, 전 세계 대다수의 신학교에서 디아스포라 선교
학을 정규과정으로 체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에 흩어
져있는 한인교회의 케이스와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디아스포라 또는 이주민 선교가 왕성히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학적,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이주민 선교 신학’의 부재로 현장에서 강하게 요청되는
전문 사역자의 발굴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던 어려움을 크게 개
선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Compendium에서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출생한 지역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적인 사역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한 선교학적 틀”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이주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선교와 교회성장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전파
를 위한 강력한 주체들이 되는 것이다. 이 Compendium은 선
교학자, 교수, 교단 및 교회 선교 관련 리더, 연구원, 행정가, 동
원가, 훈련자,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등 여러 대상들에게 이
해와 참여를 제공할 것이다.
Compendium의 수석 편집위원의 한 분은 Dr. Sadiri Joy
Tira 인데, 로잔세계선교위원회(LCWE)에서 디아스포라를 위
한 상임위원이고 필리핀 국제네트워크(FIN), 에딘버러 커미
션, 캐나다 선교사 연합회의 국제 디아스포라 사역 전문가로
섬기고 있다. 또 한 분은 Dr. Tetsunao Yamamori 이며 로잔
국제 대표를 역임하였고, 국제 기아 대책의 명예회장이다. 그
는 지난 23여동안 세계이 여러 대학들에서 다양한 학문적 직
위를 역임해왔다. 이외에 여러 분야의 교수와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 편집위원들이 이번 모임을 통해 다음과 같이 Compendium 에 담길 틀을 구성하였다.
1. Phenomenological Realities and Trends of Global
Diaspora
2.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s for Diaspora
Missiology
3. Strategic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Global Diaspora
4.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Global Diasp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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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gional and national case studies in Diaspora mission
6. Diaspora issue case studies
7. Resources; Glossary, Bibliographies, and appendices
디아스포라 신학(Diaspora Missiology)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이미 일어난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적
검증 및 정립이라 할 떄 선교학 역시 다분히 사회과학적 요소
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 신자
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물건, 자본, 노동의 이동으로 대표되
는 Globalization은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인 바 이에 대한 고찰역시 필요한 부
분이라 하겠다.

다만, 디아스포라(Diaspora)와 이주민(Migrant)에 대한 명
확한 개념의 분화와 이주민 선교의 꽃이라 할 수있는 ‘역파송’
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와 논의가 남아있
음을 시사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From Every Where, To Every Where’로 대변
되는 이 시대의 선교를 ‘모든 곳에서 부터 모든 곳으로’ 움직
이는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을 통하여 완수하고자 함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신학적, 이
론적 근간을 마련하는 GDN 2015 Manila Diaspora Forum
과 그것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
이라 하겠다.

2014 방콕포럼을 안내 합니다
선교사 은퇴 그리고 그 이후
방콕포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선교의 주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모임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선교의 책무, 한국선교현장 구조,
선교현장 중심의 관리 체제 구축, 선교현장 리더십, 선교사 자녀문제,
한국선교 출구 전략 등의 현안들을 주제로 모여 많은 토론과 대안을 만들어낸 선교포럼입니다.
이번 2014년 포럼에서는 “선교사 은퇴와 그 이후” 문제를 다룹니다.

일시: 2014년 4월 28일~5월 1일
장소: 설악 예수마을 (경기도 가평 설악면 남서울은혜교회 수양관)
참가자: 선교단체 리더, 선교사은퇴 관련 사역자 등 20~25명
회비: 15만원
참가연락: hanchulho@gmail.com 02-889-6400

북리뷰

Beyond Empire
: Postcolonialism & Mission in a Global Context
Jonathan Ingleby/ AuthorHouse (2010, 3월)
김동화, GMF

저자인 조나단 잉글러비(Jonathan Ingleby)는 인도의 선교
사로 사역한 바 있으며 지금을 영국의 래드클리프(Redcliffe)
대학의 선교학부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학자이다. 그는 오
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의 경험과 광범위한 연구,
조사를 통해 제국주의 시대 이후,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제국주의의 잔재를 탐색해서 그것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이 선교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크게 볼 때 세계 선교는 아직도 크리스텐덤과 강대국의 관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전 세계적
인 빈곤의 문제, 소비주의, 사회 변혁, 테러와의 전쟁, 신식민
주의, 이주민의 문제, 개인적인 제자도와 같은 광범위한 문제
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식민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심각하게
어두운 그림자를 인류에게 드리우고 있으며 그 영향은 그리스
도인의 삶과 신앙, 선교에서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계선교와 그 역사에 대해 가진
전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으며 비서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
독교의 성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갖고 있는 맹점을 잘 지
적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식민지 경험을 해본
상황에서 탈식민주의는 지구 상의 대부분의 나라에 해당하는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 문제이다. 포스트모던과 포스트크리스
텐덤 상황과 아울러 포스트 식민시대가 21세기의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잘 보여주는 역작이다.
식민지를 개척하여 수탈하고 그 주민을 노예로 끌고 간 것,
나치와 같은 파시즘이 일어난 것, 아편전쟁과 같은 일들이 서
구의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아직도 서
구의 선진국들이 실제로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는 선교에서도 성공 주의, 성장, 번영 등과 같은 힘을
바탕으로 하고 힘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의 서구
열강이라는 식민 세력이 오늘날에 와서는 막강한 다국적기업
으로 바뀌었을 뿐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계
몽주의적 가치와 세계관에 의해 펼쳐진 것이 서구의 식민주의
와 파시즘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그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
의 시각이다.
저자는 현대 선교가 상업적 영역의 확장(아편전쟁에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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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역할을 한 예로 든다.), 문화적 제국주의(많은 경우에
인종적 우월의식과 결합해 있다.)와 연관된 양상을 보였음을
지적하면서 선교가 힘(position of power)을 바탕으로 한 것
인가 연약함(position of weakness)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에
대해 묻고 있다. 오늘날의 선교가 예외 없이 우월한 위치를 바
탕으로 하여 우리는 무엇인가 줄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
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눅22:25, 26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각과
대조하여) 이러한 것들이 대체로 계몽주의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고 개발논리의 오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다. 계몽주의는 일종의 조직화에 의한 질서 세우기 게임이다.
즉, 모든 일에 질서를 세워서 이를 통제하고 이에 벗어나는 것
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들의 부채 제도와 정결 규례라는 제도라는 시스템을 통해 그
리고 로마 제국이 잘 만들어진 조직과 제도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였는데 그것이 과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묻는
다. 그러나 교회의 선교는 연약함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 아
니었는가! (사52:2, 3, 7).
오늘날의 선교에서 10/40창, 피플 그룹 등의 분류와 그에
따른 선교 전략 등은 세속적인 경영관리의 방법으로 서구의
효율 위주의 계몽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문화적 동화와
성육신적 접근이라는 힘든 과정을 피해 보려는 비성경적 접근
법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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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기독교의 실제적인 모
습이 지속해서 미국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것, 실제로 언어
와 문화를 깊이 배우는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외부에서 온
우월한 문명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단기선교의 양상 등도
과거의 식민주의적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교 신학적으
로도 ‘피플 그룹’에 집중하고 전도와 사회적 관심을 분리하는
것, 세대 주의적 종말론 등은 미국 신학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식민지시대가 막을 내리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유와 샬롬
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지고 오히려 ‘새
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부르짖는 새로운 제국주
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서구의 기독교가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
고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광범위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오늘날의 선교적 상황
이 매우 어둡고 비관적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
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새로운 창조에 대한 낙관을 하
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미적 기독교 성향은 한국의 기독교를 기득권층과 부자들의 종
교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그 신학과 선교 철학도 이를 바탕으
로 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선교
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서구 선교사들보다 더 제국주의적이라
는 말을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 책이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
니지만, 이 책에서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21세기의 상황과 서
구 선교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교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사실 한국의 세계선교가 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오늘날의
서구 선교보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
대교회가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한 로마제국에서 연약함을 바
탕으로 한 선교를 통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었음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자체에도 근본
적(radical)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
찰을 하게 한다.

저자는 복음주의자로서 세계의 선교적 상황을 근본주의적
입장을 버리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선교계
에도 큰 자극과 도전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피식민지 경
험을 한 국가였고 교회도 일본 제국주의 때문에 큰 고통과 어
려움을 겪었지만, 해방 이후의 이승만 정권부터 갖고 있던 친

퍼스펙티브스 중국어 집중훈련 과정
한국에서 중국어 퍼스펙티브스 과정이 개설됩니다
2014년 6월 30일(월) ~7월 5일(토)
장소: 서울 시내 (미정)
02-889-6400
www.psp.or.kr
중국어로 된 교재와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는 중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집중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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