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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몇 년 동안 늘 그래왔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사회 안에 증
가하는 무슬림 인구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첨예해졌다. 무슬림의 증가는 국
제 정세와 한국의 정치 상황, 잠재적인 테러 문제나 사실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동성애 문제 등과 등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맞물려서 한국교회를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의 해법은 다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교회를 불신앙과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한
다는 목회적 입장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
이 되어야 한다는 선교적 접근은 이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대척점에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존중되어야 하며 한편의 의견을 전하는 과정에
서 진실을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전)로 바꿔서는 안될 것이다. 오랫동안 이
슬람권과 근접해 있던 서양교회에 비해서 한국교회가 이슬람을 이해의 폭은 그
리 넓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슬람에 대
한 이해와 정보의 양을 확장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한국 교회에서 무슬림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IS 칼리프에게 보내는 전 세계 무슬림
지도자들의 공개서한’과 ‘이슬람 포비아와 한국교회’는 이슬람에 대한 세계의
최근 흐름과 한국 이슬람 사역자의 시각을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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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반개종법의 확산 테미나 아로라

2016년 방콕포럼은 선교현장의 큰 과제인 선교사케어 부분 중 ‘쉼’에 대한 깊
은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정서상 ‘선교사와 쉼’이란 주제를 표면화하는 것은 까
다로운 주제이지만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 다
뤘고 전반적인 내용을 ‘2016년 방콕포럼 리포트’에 담았다. 포럼의 결과 이 주제
에 대해 깊은 논의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쉼-사
라진 이유와 회복의 방도’는 많은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글이다.
최근 시리아 사태의 여파로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 문제에 대해 선교계에
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유럽난민 사역 실천가들이 모인 모임의 결과를 ‘유
럽 난민을 위한 코디아넷 포럼’으로 정리해서 실었다. 오늘날 새로운 의사소통
의 도구가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교회와 선교계가 이러한 새로운 도구들을 어
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온라인, SNS 사회에서의 복음’
에서 듣기로 한다.

북 리뷰

회심의 변질

정민영

미션파트너스가 선교한국에서 독립한 뒤 사역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
운데 그 논의와 고민을 ‘프론티어 벤처스의 변화를 통해 본 미션파트너스의 정
체성’이란 글에서 함께 나누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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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이슬람 포비아와 한국 교회
이현수 (프론티어스 코리아)

지난 6월 19일 새벽 올랜도의 나이트클럽 펄프에서 IS에 충성
을 맹세한 오마르 마틴에 의해서 4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
었다. 9/11이후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한 총기난사 테러로 미국
을 비롯한 세계 모든 이들에게 9/11에 버금가는 공포를 불러 일으
켰다. 사실 ‘미국은 아직도 테러와 전쟁 중이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모든 이들에게 이슬람을 향한 공
포(phobia, 포비아)를 불러 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에서 일어난 무슬림들의 테러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던 한국인들에게 2007년 아프간 인질사건은 이러한 테러가 한
국인에게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나겠구나’하는
일종의 포비아(공포)를 유발했다. 그 이후 한국교회는 이슬람 포
비아 속에서 ‘이슬람은 경계해야 한다’는 명제아래 이슬람을 배워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이슬람 금융채권인 수쿠크
나 익산에 계획중인 이슬람관련 식품산업 즉 할랄 산업의 한국 진
출 등은 한국 교회의 비상한 관심을 일으켰고 교회지도자들은 이
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아침에도 뉴스에서 IS가 한국 내 미군기
지와 한국 사회를 향한 테러를 선포했다는 기사가 떴다. 한국 사
회가 IS테러 위협에 긴장된 모습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일련의 사
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 ‘이슬람을 향한 포비아’
를 갖게 했다. 테러와 살인행위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
지만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음에도 우리가 이
슬람을 향한 포비아를 갖고 있다면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다. 포비아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물건, 환경, 또는 상황에 대
하여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어
떤 대상을 향한 지나친 공포나 무서움을 지칭할 때 우리는 포비
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이슬람을 향해서 지나친 두려
움을 갖지만 사실에 근거한 두려움이 아니라 막연한 생각이나
사건으로 이슬람을 경계하고 멀리한다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의 교회로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이슬람 포비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 그리고 사회전반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구체적으로 다룬 적은 거의
없다고 본다. 소수의 사역자들이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 알고 경험
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한국 교회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것이 어쩌면 전부가 아닐까 할 정도이다.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 동안 무슬림과 접촉해온 유럽, 특히 영
국은 이와 같은 포비아가 사회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한 자료들이 많은데 유럽인들이 유럽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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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과 무슬림들에 대한 태도는 결국 그 사회의 미래와 존영
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루니메드(Runnymede)재단에서
‘이슬람포비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사회의 전반(고용, 관공서, 교육, 일반사
회)에서 어떻게 이슬람 포비아가 무슬림들에게 차별, 배제, 편견,
폭력의 형태로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하고 조사했다. 실제적으로
포비아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에서 영국 사회가 이슬람에 대해서
폐쇄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슬람 포비아는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느냐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발표
한 이슬람에 대한 견해차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슬람에 관한 두 견해
차이

이슬람의 닫혀진 견해

이슬람의 열린 견해

일원적
(monolitic) /
다양한

이슬람은 새로운 환경에 반 이슬람은 내부적 차이와 논
응하지 못하고 정체되었으 쟁, 그리고 발전하고 있으며
며 일원적이다.
다양하고 진보적이다.

분열적 /
상호교류적

이슬람을 분열적이고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1) 다른
문화와 공유하는 가치나 목
표를 상실한 (2) 그들의 영향
을 받지 않거나 (3)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열등하다 /
다르다

서구에 비해서 열등하기에 분명 다른 것이지 결핍된 것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이 아니다. 존중을 가치로 생
원시적이고 성차별적이다. 각한다.

적 / 파트너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협력
이슬람은 문명적 충돌을 일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
으키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이
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파
며 테러를 지지하는 종교이다.
트너로 이슬람을 보는 견해

조작적인 /
신실한

이슬람은 정치적이고 군사적 무슬림들이 신실하게 따르고
인 목적으로 휘둘리는 정치 실천하는 순수한 종교적 믿
적 이데올로기로 보는 견해
음으로 보는 견해

서구비판에
대해 거부 /
수용적

다른 문화나 서구가 가하는
서구가 가하는 이슬람 비판
이슬람의 비판을 수용하고
을 거부하는 것
토의할 용의가 있음

차별에 대
해 방어적 /
비판적

이슬람에 가해지는 혹독함
이슬람과의 차이가 차별과
이 주류사회의 무슬림배제
배제에 저항하는 노력을 약
나 무슬림을 향한 차별을
화시키지 않는다.
정당화하는데 사용됨

이슬람 포
비아는 자
연스럽다 /
문제적

이슬람의 비판적 견해를 비
무슬림을 향한 적대감은 자연
판하는 것은 공정하고 올바
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르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슬람은 다른 문화나 종교와
상호교류적으로 보는 견해-(1)
어떤 가치나 목표는 공유하고
있고, (2) 영향을 받고 그리고
(3) 더 풍성하게 키워간다.

이슬람 포비아가 한국 교회 전반에 확산되는 현상은 이와 같이
이슬람에 대한 닫혀진 견해가 한몫 했을 것으로 본다. 지난 20년
동안 이슬람 선교를 해온 필자는 이슬람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이
슬람 세계의 다양함과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경
험적으로 목도했다. 아쉽게도 이슬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이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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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란과 같은 경전이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국한되어 있
음을 보게 되고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가 이슬람 세계는 마치 변
화가 없는 무풍지대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닫혀진 태
도는 21세기 현재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기거나 이주해 올 무슬
림들을 향한 선교에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슬람 포비아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교적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해결책을 이 짧은 글에서 나
누고자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
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사랑의 대상을 무슬림을
포함한 우리 이웃에게도 적용되도록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3:16의 말씀은
이슬람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요일 4:18). 저명
한 이슬람 학자이자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던 한 선교사는 “이제
까지 이슬람만큼 미국 복음주의자들을 분열시켰던 것은 없다”
라고 토로했다. 한국 교회도 이슬람 포비아로 서로 나누어져서
때로는 주님이 원치 않는 반목이 있음을 본다. 사실 필자도 이슬
람에 대한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들의 관점을 바꿔
보고자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 무렵 주님은 ‘이슬람 때문에 형
제들과 나눠지지 말고 무슬림을 사랑하는 선한 경쟁을 하라’고
권면하셨다. 그 후로는 논쟁보다 무슬림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양한 모습
의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끊임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일 것이다. 적대, 편견, 오해가 가
득한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예수의 메시지는 설 자리가 없어 보
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는 무슬림들을 향한 사랑의 송가를 불
러야 할 것이다. 무슬림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
것이야 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안으로 이주해 온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
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복음에 마
음을 열 것이다. 오늘날 이슬람과 서방 할 것 없이 난민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이슈이다. 모든 것을 박탈당한 난민들에게 교회
가 다가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복음은 자연스럽
게 무슬림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
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사랑을 넣어줘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무슬림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믿는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
음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들과 무슬림을 함께 품어야 할 것이다.
9/11이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슬람에 대해서 듣게 됐
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슬람을 알아가게 됐으니 말이다. 위의 표에서 나눴던 것
같이 이슬람은 정적이기도 하고 동적이기도 하다. 1400년 이슬람
역사는 변화를 거듭해왔고 이슬람 안에서도 변화할 수 없는 그들
만의 핵심을 붙들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총체적인 면을 가진 종
교 사회가 이슬람이고 무슬림이다. 이처럼 방대한 시스템을 제대

이슬람 포비아와 한국 교회

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이슬람을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
이다. 이슬람 포비아가 일어날 때마다 지혜 속에서 분별하며 무슬
림 속 인간의 죄성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영적 균형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무
슬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열린 마음도 필요하고 마치 우리
가 이슬람의 전문가인 척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무슬림들이
자기 종교나 삶에 대해서 어떤 담론을 갖고 있는지를 배워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하고 소통하는 용감한 시도가 선행되어
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무슬림들과 열린 소통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한다. 과연 한국교회의 풍토에서 이와 같은 열린 시도가 가능
한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부
정적인 이슬람 포비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슬람
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비아를 품고 무슬림들에게 나
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슬람 세미나와 무슬림에 대한
총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슬람의 역사, 문화, 종교의
다양한 면들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서구에서 유입된 이슬람 포비아를 극복하고
이슬람 및 무슬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한국형 이슬람 이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토불이적인 이슬람 이
해가 필요하다. 한 미국인 선교사에게 “한국인으로서 십자군전쟁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전까지
만 해도 십자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잘못을 구하는 입장
이었는데, 필자는 이후 한국인으로서 십자군과 한국이 어떤 역사
적 관계가 있고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한국인의 해석학적 프레임을
갖기 위해 고민해 왔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형 이슬람 이해의 프레임이라고 본다. 예를 들
면 터키 무슬림들에게 한국인은 친구를 넘어서 형제이다. 터키인
들도 십자군에 대한 편견과 반감이 있지만 한국인에게는 없을 뿐
만 아니라 6.25때 한국을 위해 군대를 보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관계를 복음적으로 어떻게 승화해나갈 것인가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서구에서 마
구잡이로 습득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이슬람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무슬림 세계와 한국은 역사의 궤적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민지 통치나 군사정권 아래서 신음했던 역사도 함께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슬림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
이 있다. 많은 폭력적인 문제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무슬림들도 이런 폭력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더 발전적이
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을 한
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내어놓을 수 있다면 이슬람 세계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슬람 포비아는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이다. 이
것을 품은 채 무슬림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 교회
는 하루빨리 이 포비아를 극복해서 17억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넉넉한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
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신 21세기의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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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칼리프에게 보내는 전세계 무슬림 지도자들의 공개서한
번역: 권세진 / 정리: 정마태

배경과 내용

IS 이슬람국가의 수장이자 자칭 칼리프라고 부르는 아부 바
르크 알바그다니는 지난 2014년 7월 4일 설교 중에 “내가 말하
고 행한 것이 진실이라면 도와주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조언
해 주고 바로잡아 주라”고 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슬람의
4대 정통법학파인 말라키, 한발리, 하나피, 샤피이를 대표하는
126명의 무슬림 학자와 지도자들이 알바그다니에게 아래와 같
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and ignore established Islamic sciences.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성법(샤리아)의 법률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거
나 기존 이슬람의 과학관을 무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It is permissible in Islam [for scholars] to differ on any

matter, except those fundamentals of religion that all Muslims must know.
이슬람에서는 모든 무슬림이 알아야 하는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학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이견을 가지는 것을 허용한다.

5 It is forbidden in Islam to ignore the reality of contempo24개 항목의 내용

rary times when deriving legal rulings.

이슬람에서는 법적 판결을 내릴 때 당대의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 서한의 내용은 이슬람 성법(샤리아)에 따라 IS 이슬람국가
의 알 바그다니와 그의 추종자들이 잘못된 이유를 24개 항목으
로 정리하고 있다.

6 It is forbidden in Islam to kill the innocent.

1 It is forbidden in Islam to issue fatwas without all the

7 It is forbidden in Islam to kill emissaries, ambassadors,

necessary learning requirements. Even then fatwas must
follow Islamic legal theory as defined in the Classical texts.
It is also forbidden to cite a portion of a verse from the
Qur’an—or part of a verse—to derive a ruling without looking at everything that the Qur’an and Hadith teach related
to that matter. In other words, there are strict subjective
and objective prerequisites for fatwas, and one cannot
‘cherry-pick’ Qur’anic verses for legal arguments without
considering the entire Qur’an and Hadith.
이슬람에서는 필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슬람 판결(파트와)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이슬람 판결도 고전에 명시된 이슬람의 법적
이론을 따라야 한다. 또한 꾸란과 하디스에서 가르치는 전반적인 내
용을 참고하지 않고 꾸란의 내용이나 일부 구절을 인용하는 것 또
한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 판결을 위해서는 엄격한 주
관적, 개관적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꾸란과 하디스의 모든 가르
침을 참고하지 않고 단순히 법적 판결을 위해 꾸란의 구절을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는 안된다.

2 It is forbidden in Islam to issue legal rulings about anything without mastery of the Arabic language.

이슬람에서는 아랍어에 정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판결을 내
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3 It is forbidden in Islam to oversimplify Shari’ah matters
4

이슬람에서는 죄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

and diplomats; hence it is forbidden to kill journalists and
aid workers.

이슬람에서는 특사, 대사, 외교관이나 언론인, 구호단체 사람을 죽
여서는 안된다.

8 Jihad in Islam is defensive war. It is not permissible without the right cause, the right purpose and without the right
rules of conduct.

이슬람의 성전(지하드)는 방어적인 전쟁이다. 올바른 명분, 목적, 전
쟁 수행규칙이 없다면 성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9 It is forbidden in Islam to declare people non-Muslim unless he (or she) openly declares disbelief.

이슬람에서는 스스로가 비무슬림임을 선언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
람을 비무슬림으로 공표할 수 없다.

10 It is forbidden in Islam to harm or mistreat—in any
way—Christians or any ‘People of the Scripture’.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경전의 백성(유대인 등)’을 어떤
식으로든 해치거나 피해를 주면 안된다.

11 It is obligatory to consider Yazidis as People of the
Scripture.
야지디인을 반드시 경전의 백성으로 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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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e re-introduction of slavery is forbidden in Islam. It

was abolished by universal consensus.

이슬람에서는 노예제도의 재도입하는 것을 금한다. 노예제도는 전
세계적인 합의아래 폐지됐다.

13 It is forbidden in Islam to force people to convert.

19 It is forbidden in Islam to attribute evil acts to God.
이슬람에서는 신이 악행을 했다고 해서는 안된다.

20 It is forbidden in Islam to destroy the graves and shrines
of Prophets and Companions.

이슬람에서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지 않는다.

이슬람에서는 선지자들과 추종자의 무덤과 성지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14 It is forbidden in Islam to deny women their rights.

21 Armed insurrection is forbidden in Islam for any reason

이슬람에서는 여성인권을 인정한다.

15 It is forbidden in Islam to deny children their rights.
이슬람에서는 아동인권을 인정한다.

16 It is forbidden in Islam to enact legal punishments
(hudud) without following the correct procedures that ensure justice and mercy.
이슬람에서는 정의와 자비를 보장하는 올바른 절차가 없이 법적 처
발(후두드)을 제정할 수 없다.

17 It is forbidden in Islam to torture people.

other than clear disbelief by the ruler and not allowing people to pray.
이슬람에서는 통치자의 명확한 불신앙이나 기도금지 이외의 이유
로 무장봉기를 해서는 안된다.

22 It is forbidden in Islam to declare a caliphate without
consensus from all Muslims.
이슬람에서는 모든 무슬림들의 합의없이 칼리프라고 선언해서는
안된다.

23 Loyalty to one’s nation is permissible in Islam.
이슬람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조국에 충성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고문을 금지한다.

18 It is forbidden in Islam to disfigure the dead.
이슬람에서는 시신훼손을 금지한다.

24 After the death of the Prophet, Islam does not require
anyone to emigrate anywhere.
무함마드 선지자의 사후에 이슬람은 사람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
주하라고 강권할 수 없다.

IS 칼리프에게 보내는 전세계 무슬림 지도자들의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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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럼

2016년 방콕포럼 리포트
한철호 (미션파트너스)

2016년 방콕포럼은 주제 ‘선교사와 쉼’은 2015년 포럼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됐다. 2015년 주제가 ‘선교사의 정신건강’이
었는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쉼의 문제가 나왔다. 선교사들
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들
이 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원인은 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의
문제였다. 쉼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적
이면서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쉼의 문제를 다룰 때 먼저
쉼과 회복의 신학이 우리 가운데 부재함을 발견했다. 신학의 부
재는 결국 방향성을 가진 쉼에 대한 실천 방안의 결핍으로 나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문화 안에서 사역자들이 쉼이
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쉼에 대한 바
른 이해와 실천 논의는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쉼과 회복의 신학이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하여 쉼이 갖
는 신학적 함의를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쉼의 관계, 휴가와 안
식년 정책을 포함한 책무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또한 교단 선
교부, 몇몇 선교단체의 쉼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듣고 쉼과 관
련해서 사역하고 있는 회복 전문 단체들의 사례도 듣고 토론을
하였다.

<한계>

이번 포럼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느꼈다.
기조발제에서 김종헌 선교사(Frontier Ventures)는 쉼과 회복
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지적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의 신학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됐다. 정신건강과 쉼의 관계(안은숙,
브니엘 상담센터), 쉼과 책무와의 관계(이재진, 위클리프 국제
연대), 쉼과 안식년 정책(손창남, OMF), 쉼과 회복의 선교단
체 적용과 사례(김동화, GMF), 쉼에 대한 교단 선교부 정책(이
재경, 침례회 해외선교회) 등의 정책적인 발제가 있었다. 또한
선교사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아시안미션(정재철), 오아시스(황
정신), 복래전인치유센터(이박행), 프랜즈 오브 미션너리(장인
관), 상담가 네트워크 (이현숙, 터닝포인트 상담센터)등의 사역
들이 보고 되었다.
선교 사역이나 선교 사역자들에게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차로 확산되고 있다. 선교사들의 쉼
과 회복의 문제도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회복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갈 길이 멀다. 쉼과 회복은 그 자체
보다 선교와 책무라는 큰 그림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1) 쉼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쉼
이 없거나 쉼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쉼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나
실천이 없는 경우 또 다른 극단에서는 지나친 쉼으로 인한 부작
용 등이 노정되기는 했지만 포럼에서 쉼의 본질 자체를 다루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2) 쉼의 문제는 선교사 개인이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쉼을 확보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선교사 책무
의 문제이며 동시에 필드 구조를 포함한 단체(선교단체, 파송
교회 공동체)통해 예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도 적었다.
(3) 따라서 쉼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과 부작용의
관리와 돌봄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일을 멈추지 못하는 원
인이 되는 심리적/사회/문화/윤리/영적 동기/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4) 건전한 쉼의 롤모델 소개가 부족했다.

<2016년 방콕 포럼 합의문>

우리는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부의 지도자, 상담 전문가, 선교
사 회복 담당자 등이 모여 2016년 4월 25일부터 28일에 충남 아
산시 도고에서 쉼이라는 주제로 제13회 방콕포럼을 개최했다.

(5) 쉼의 목적인 회복에 대한 논의 부족. 회복을 통해 선교에
일어나야 할 결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6) 쉼의 전제가 되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깊이 논의하지 못
했다.

이번 방콕포럼에서 쉼을 주제로 한 것은 지난해 포럼의 주제
였던 선교사의 정신건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교사 정신건강
을 위해서 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결론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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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1) 쉼의 신학적 의미
우리가 쉬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삶에 그
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기 위함이다. 쉼은 하나님이 하나
님이시고 우리는 아님을 재조명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는 것
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즉 진정한 쉼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
의 과정 속에서 안식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신학적 이해가 쉼
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임을 확인했다. 참된 쉼을 모르는 인간은
창조질서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이다. 창조의 하나님은 안식
의 본을 보이셨다. 하나님 스스로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
조질서의 회복이 필요함을 증명한 것임을 확인했다.
(2)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
쉼의 실천이 없는 삶과 사역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협하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일 중독
의 본질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일할 자
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불신이요, 사람의 노력이나 성취로 하나
님의 자리를 대신 지키려는 통제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사역의 시작
은 진정한 멈춤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쉼을 실천하
는 것은 사람의 책임과 노력을 넘어서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음에 대한 신
뢰를 요구한다. 진정한 쉼의 회복은 신뢰의 회복임을 확인했다.
(3) 쉼의 실천을 위한 전제
쉼은 선교사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자기 돌봄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역 전체의 책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
야 한다. 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면 사역 속에서 반
드시 이행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중시하면서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
라’는 계명은 소홀히 다룬다. 이를 위해서 이미 방콕 포럼에서
논의 된 바 있는 선교사 책무의 개념, 안식년의 개념, 필드 구조
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4) 쉼의 이해 부족으로 파생하는 문제들
과업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으로 선교사들은 엉뚱한 일에
바쁠 수 있다. 따라서 쉼이 필요한 선교사들에게 무엇이 과업인
가를 동시에 설명해 주어야 한다. 많은 한국 사역자들이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쉼
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재정과 연결시키려는 경향도 있다.
의미 있는 쉼이 언제나 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에는 IT 등의(SNS, 인터넷) 해악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교
사들도 많이 등장한다. 만일 SNS가 미래의 삶의 중요한 방식이
라면 이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는 문제와 이로 인한 쉼과 깊은
교제 부재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쉼이 기본적으로

2016년 방콕포럼 리조트

고독과 침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IT 등이 이런 본질을 찾아가
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5) 쉼을 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
지나친 사역으로 인해 나타나는 쉼의 실패; 즉 탈진, 피로, 정
신적 육체적 고통, 일 중독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과제>

앞으로 한국 선교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쉼에 대한 바른 이
해와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분야의 논의가 더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1) 쉼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의 활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
니지만 지나치게 확대된 쉼의 개념은 때로는 회복으로, 때로는
놀이로, 때로는 디브리핑으로, 때로는 안식년으로, 때로는 휴가
등으로 혼동될 수 있다. 쉼의 신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보
다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건전한 쉼의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휴가나 쉼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지 않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로
부터 건전한 쉼의 모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
라고 하겠다. 선배 선교사들이 건전한 쉼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이 앞으로 선교사의 정신 건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3) 탈진이나 병리적 증상이 나타난 후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이전에 예방적으로 쉼의 책무에 대해 강조해야 하고, 동시
에 제도로서 쉼을 실천하기 위한 필드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4) 쉼의 실패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탈진 등의 병리적 증상 회
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관 단체의 정
보 공유,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발휘, 담당 사역자들을 위
한 도움 등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에서 다룬 내용이 한국 교회와 선교계 안에서 선교
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쉼이라는 문제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6년 4월 28일
방콕포럼 참가자 일동
강대흥, 손창남, 한철호, Chong Kim, 김동화, 마서진, 윤누가,
황안나, 김충만, 임태순, 이박행, 이재경, 송순동, 황정신,
이현숙, 정재철, 장인권, 안은숙,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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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사라진 이유와 회복의 방도
김종헌 (Frontier Ventures)

들어가며

금년 방콕포럼의 주제는 작년 주제인 '정서적으로 건강한 선
교'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주제다.
선교사역에 초점을 맞춘 방콕포럼이 왜 쉼의 이슈를 다루는가?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하고 적절한
주제인가? 이 글은 쉼에 관한 필자의 간략한 성경적 반추를 담
고 있는데, 한국선교가 쉼의 주제를 진지하게 끌어안도록 자극
하고 격려하는 실천적 제안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단적으로 말
해서 우리는 선교현장과 본국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선교운동
이 지속되기 위해 어떤 쉼을 왜 어떻게 가져야 할지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쉼에 대한 이론 및 실제를 모르면 정서적으로 건강
한 선교의 기능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선교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스트레스를 ‘21세기 건강 전염병’이
라 부르는데, 미국기업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비용지출이 매
년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가 조사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노동자의 연평균 근무시간2)을 훨씬 웃도는 2,124시간으로 거의
최상위권으로 분류됐다.3) 한국보다 더 많이 일하는 나라는 멕시
코(2,132 시간)과 남아공(2,209 시간) 두 나라뿐이다. '카로시'(
과로사)로 악명 높은 이웃나라 일본도 한국보다 적은 1,729 시
간 일한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쉼에 관한 주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우리는 왜 쉬지 않는가?

서론의 연장으로 우리는 도대체 왜 쉬지 않는지 또는 왜 쉴 수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각자는 특히 현대인으로서
쉬지 않는 데 익숙해진 원인을 나름대로 규명하고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근대성은 속도와 효율 및 분주함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효율성이나 정당한 근면이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다. 그러
나 우리가 무조건 바빠야 하고 항상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는 강박감에 빠진다면 쉼에 들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장
해요인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쉼은 좋은 것이고 필요하다는 사
1) businessnewsdaily.com
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DB_LV
3) 놀랍게도 이것은 2,357 시간 일했던 2008년보다는 개선된 통계인데, 당시 한
국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나라였다. 참조: http://www.forbes.
com/2008/05/21/labor-market-workforce-lead-citizen-cx_po_0521countr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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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우리는 입으로만 인정하는 듯하다. 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쉼을 갖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다음은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다.
• 우리는 희생하라고 배웠다. 대가를 계산하라고 배웠고 순종은
곧 희생으로 해석했다. 우리는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하는데 희생은
그 게임의 제목이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사고방식
은 자칫 건강을 무시하고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희생
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정에게 상처를 주는 단계까지 확장될 가능성
이 높다. 극단적 경우에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그 일
을 해야만 한다는 죄책감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오랜 기간 우리는
성숙한 영성을 희생과 과도한 자기부인, 곧 적절한 자기 돌보기 및
쉼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졌다.
• 경쟁과 분주함을 요구하는 현대문화 상황이 우리의 선교행태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분주함과 경쟁
의 세계에 살고 있다. 쉼을 위해 따로 시간을 쓰는 것은 오직 선택
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라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분주함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정비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국
의 파송교회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유지한다. 선교현장에서 더 많
은 신자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소원’하는 바르
고 건강한 경쟁이 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결과를 우리 자신의 소관
으로 치부하는 순간 그 경쟁은 건강한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
한 경쟁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결과가 아닌 것을 쟁취하려는 과욕
으로 이끈다.
• 우리가 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
까? 물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
안을 곰씹어보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 일이, 심지어 하나
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필자
도 그런 관점으로 일하던 때가 있었기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다. 필자는 이런 위험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영적인 모습으로 포
장할 방법을 안다. 이것이 우리가 쉬지 않는 이유의 핵심이다. 우
리 모두는 단호히 부정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깊
은 실재다.
• 위의 문제는 통제의 이슈를 제기한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일
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일을 누가 통제하는가? 하나님께
서 우리 도움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가? 물론 이
것은 터무니없는 수사학적 질문이다. 하지만 필자의 요지는 하나님
께서 우리의 공헌이나 노력 없이 우주를 운행하실 수 있다면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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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일에 대해 그분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
가? 그분의 일에 우리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
혜로 우리를 그분의 일에 초청하셨지만 '통제'는 전적으로 그분에
게 속한 것이다.

안식(Sabbath)

이 히브리 단어(Sabbath)는 문자적으로 ‘멈춘다’는 뜻이다. 안
식에 관한 구약의 몇몇 주요구절들을 살펴보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
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
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
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 2:1-3).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좋았다고 선언하신 후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라는 흥미로운 삽입문이 있다. 하나님
께서 왜 쉬셔야 했을까? 이것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구약역사
가 한참 진행된 후 십계명에 또 다른 흥미로운 삽입문이 나오는
데,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소위 수직적 계명과 수
평적 계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안식
일을 지키는 계명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웃과 수평
적 관계를 재조명하고 초점을 다시 맞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여기서 명령은 "기억하라"와 "거룩하게 지키라"이다. 이 날
은 또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임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쉬고 우리 영혼을 돌보는 날’이라 말할 수 있고, 나
중에 더 보게 되겠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쉬는 날’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
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
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8-11).

출애굽기 31:11-17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
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13절은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낸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따라서 대대로 이스라
엘 자손들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심을 알게 되었다. 신명기 5:15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개념으
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
다고 말한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우리의 일 때문이 아니라 하
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 한 마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님을 거듭 기억하기 위
함이다. 적용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루기로 한다.

쉼: 사라진 이유와 회복의 방도

예수님과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다(눅
4:16). 바울도 같은 전통을 따라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론했다(행 18:4).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
르면 (마 12:1-8, 참고: 막 2:23-28, 눅 6:1-5), 제자들이 이삭을 따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 "보시오, 당
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주님은 이
유를 설명하신 후 다소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셨다: " 인자는 안
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
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
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
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
27-30).

필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을 좋아한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
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
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
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런 은혜의 리듬을 배워
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
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마 11:28-30).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안식을 동일시하신다! 그분은 우
리더러 ‘그분에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분은 안식의 원천이다. 따
라서 그 분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예
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고 정의하시면 안식을 자
신에게 곧바로 맞추신다.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서 쉴 수 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안식은 안식이 아
니다. 이것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과 같은 게 아니고 그보다 훨
씬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는 관행적으로 기대되고 당연시되는
종교활동들로부터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거듭 이동해야 하는
데 이는 예수님이 참된 쉼을 주실 유일한 원천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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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4) 이해하면 질문의 방향
을 우리와 우리의 정체성으로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
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과 연관해서만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웰빙에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대가를
계산하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
을 믿는가? 하나님은 일꾼들의 십장이신가 아니면 사랑의 아버
지신가? 선교사로서 우리의 근본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창조기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쉬시기 전에 우리
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이 하나
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놀랍고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강조한다. 수많은 성경의 남녀 선배들이 증언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아신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 부르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다른 어떤
표현보다 살갑게 다가온다. 우리에 대한 이 애정어린 개념으로
우리의 근본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선교사 또는 대위임령
의 사역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근본적 정체성으로부터 흘
러나온다. 따라서 우리의 쉼은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께 고정시
킬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정한다.

왜 쉬어야 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쉬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쉼
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삶에 그 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
하기 위함이다. 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님을 재
조명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
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인간의 삶에 구현된 안식은 사실상 하나님을 축하하는 행위다.
안식은 예배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참으로 진정한 예배는 안식이다.
제4계명인 안식은 처음 세 계명의 실천적 성취다. 우리가 기쁘게 ‘
아무 일도 안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필경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나머지 우리의 삶과 세상으로부터
우리 손을 떼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
대방향의 진보는 고독한 침묵 가운데서만 가능한데, 이는 다른 어
느 것도 해주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손 떼기’를 그것이 가능케 하
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안식의 의미다.5)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높임과 신뢰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
리가 기쁘게 ‘아무 일도 안하는’ 곳에 가려는 헌신이다. 우리는
기쁘게 아무 일도 안할 수 있는가? 안식을 시행하는 것은 믿음

4)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쉼의 견본을 만드셨다. 예수님
은 안식의 주인이라 선언하셨으므로 그 분이 우리 안식의 초점이다. 성령님은 우리
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방식으로부터 배우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
우신다.
5) Willard D. (2002) Renovation of the Heart: Putting on the Character of Christ.
Navpress, p. 175. 윤종석 옮김. (2003) 마음의 혁신. 복있는사람 [본 인용문은 번역된
책자의 본문이 아니라 이 글의 번역자가 원문에서 옮긴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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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
로 믿지 않는다. 안식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맞추는 일인데, 그 분이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
이다. 예수님을 좇는 것, 고독과 침묵을 포함한 그분의 발자취
를 따르는 것이 쉼을 배우는 비결이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웃 또는 열방에게 옮겨보자. 아래의 인
용문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재충전되거나 충분히 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삶
에 가치를 더하기는커녕 그와 함께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당신
이 재충전되고 잘 쉬었다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능
력을 갖춘 셈이고, 동시에 당신의 영향력도 개선될 것이다.6)

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위의 인용문은 "타인들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발견하기 위해 광야로 가라"는 토
마스 머튼의 말과 연관이 있다.7) 맞는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
에서 타인들을 발견하기 위해 쉰다. 이 관점은 쉼과 수평적 관
계, 즉 쉼과 타인들과의 관계의 연관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쿠비체크와 코크람은 그들의 저서 5 Gears: How to Be Present
and Productive When There Is Never Enough Time에서 다섯 가
지 장비(gears)를 삶에 구현하는 방법을 터득한 매우 성공적인
지도자들에 대해 설명한다. 첫 장비는 재충전과 쉼을 배우는 것
이다. 효과적인 지도자들은 첫번째 장비에서 다섯번째 장비까
지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인데 다섯번째
장비는 초점 단계다. 과업 중심으로 초점을 완전히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인다. 놀랍게도 이 책은 비지니스와 지도력에 관
한 책자다. 두 저자는 나아가 "참된 쉼은 당신을 완전히 살아있
게 해준다"고 말한다.8)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열방
에게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참된 쉼을 갖지 않은 채 우리
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없다.

어떻게 쉬는가?

쉼에 대한 접근은 사람마다 다르다. 모든 이에게 맞는 한 가
지 방법은 없다. 안식일이나 ‘참된’ 쉼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관
행에 익숙한 사람에게 이것은 당혹스러운 말일 수 있다. 우리 각
자는 톡특하고 놀랍게 창조되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다. 따라서 당신에게 어떤 유형의 휴식이 쉼이 되는지가 핵심
질문이다. 어떤 휴식이 당신을 잘 쉬게 하거나 완전히 재충전을
받게 하는가? 필자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야 할 부분이
라 생각한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좋은 휴식이 무엇인지 알기까
6) Kubicek J. and Cockram S. (2015) 5 Gears: How to be Present and Productive
When There is Never Enough Time. Wiley, p. 113.
7) Merton T. (1961) New Seeds of Contemplation. A New Directions Book. P. 53.
8) Kubicek J. and Cockram S. (2015) 5 Gears: How to be Present and Productive
When There is Never Enough Time. Wiley,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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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다. 자기에게 효과적
인 쉼을 찾는 것은 중요한 탐구과정이다. 예컨대 내성적인 사람
과 외향적인 사람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내성적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타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쉼이나 재충전으로 생각하
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쉼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둘 사이에 다양
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쉼의 방법에 관한 몇
몇 단상들이다.
• 고독과 침묵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고독 없이 쉼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
독은 침묵 없이 불가능하다. 서둘러 잠잠할 수 있겠는가? 고독
과 침묵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다. 우리가 참으로 쉬려면 우
리 자신, 우리의 참된 자아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고독과 침묵 없이 우리의 연약함(vulnerability)을 경
험할 수 없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짐들’이 무엇인지, 또
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 있는지 인식해야만 한다.
고독과 침묵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깨닫도록 우리를 몰아간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향해 끊임없이 달리게 되
는데, 그것은 고독과 침묵의 정반대 방향이다.
• 기도와 놀이(Praying and playing)

9)

좋은 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섭리를 좇아 ‘기도와 놀
이’의 조합으로 이뤄진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이 둘의
조합에 대해 강조한다.
놀이를 제거한 청교도 안식일은 재난이었다. 기도를 제거한 세속
안식일은 더 큰 재난이다. 안식일 지키기는 기도와 놀이를 동반한
다. 두 행위는 충분히 유사해서 같은 날 병행할 수 있고, 충분히 달
라서 상호보완적 완성을 요구한다.10)

• 육체적 쉼: 수면과 식사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 3:5) 이어지는 말씀(6절)을 주목하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
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쉼과 연관
해서 우리는 잠의 필요를 평가절하하거나 영적이 아닌 것으로
폄하해서는 안된다. 로뎀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 이야기(왕상
19:1-18)를 우리는 잘 안다. 탈진하고 지쳐서 하나님께 자기 생
명을 거두어가시라고 청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잠과 음식과 음
료를 반복적으로 공급하신다. 우리도 탈진하고 낙심될 때 다시
하나님과 의미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고 먹어야 할 경우
9)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 Working the Angles: The shape of pastoral integrity에서 이
렇게 말한다: “기도와 놀이가 깊은 호환성과 광범위한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양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언급한 바 있다. 존 캘빈은 그의 안식일을 이 둘로 채
웠다. 그를 유머가 없는 엄격한 인물로 묘사한 관행은 그를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는 오전에는 회중을 기도회로 인도했고, 오후에는 제네바 시민들과 스키틀[
볼링의 일종]을 즐겼다."
10) Peterson E. (1987) Working the Angles: The Shape of Pastoral Integrity.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p. 75.

쉼: 사라진 이유와 회복의 방도

가 있다.
•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는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역사상 유래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변화는 더욱 심해질 듯하다. 좋
은 스트레스와 유독성 스트레스는 크게 다르다. 스트레스를 겪
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스
트레스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르다. 여백을 만들지 않은 채 나쁜 스트레스를 경감할 방법은 없
다. 여백이란 시간과 약속의 차이를 말한다. 여백을 만들기 위
해 우리는 때로 청탁과 요구를 거절해야만 한다. 현실을 직면하
자. 사역자가 기회를 거절하기는 정말 어렵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핵심요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우르는 존재의 전 영역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의 특
성과 유형에 따라 다른 영역에 다른 형태의 쉼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 이야기

2012년말 Frontier Ventures (전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세 지도자들 중 한 사람으로 중책을 맡은 직후 필자는 그
이전 긴 세월 사역자로서 겪은 어떤 스트레스보다 더 버거운 극
심한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필사적 몸부림으
로 필자는 건강한 경계선을 정의하고 정기적 재충전의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직책을 맡기 전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은 필자의 우선순위가 아니었
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전에 필자에게 건강하지 못한 쉼의 습
관들이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때로는 쉼과 자기관리를 핑계로,
가족과 의미있게 소통하지 않은 채 TV 나 스포츠 관람, 또는 인
터넷 서핑에 무절제한 시간을 사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필자에
게 맞는 쉼의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은 실패와 성공, 실험과 시행
착오를 통과하는 긴 여정이었다.
필자에게 맞는 쉼의 방식을 추구하는 기간에 필자는 또한 하
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독특한 존
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의도적 시간을 많이 가졌다. 하나
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듬는 것은 내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
운 면을 함께 품을 것을 요구했다. 기본적으로 이 추구는 그리스
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다루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에는 내 개인
의 독특한 정체성과 아울러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
르는 자로서 공유하는 보편적 정체성이 포함되었다.
당시 필자의 전형적 한 주간은 다음과 같았다. 주중에는 대체
로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귀가했다. 일단 귀가하면 완벽하게 집
으로 돌아오려 애썼다. 그것은 오후 5시 이후에는 내 사역관련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통 오후 6시
전에 이른 저녁식사를 한다. 오후 6시부터 11시경까지 나는 5시
간의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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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그 시간에 TV를 너무 많이 보지 않는 것이다. 특히 농구경
기나 음식 프로그램, 그리고 디스커버리 채널은 나를 매료시킨
다. 아직 날이 밝으면 나와 아내는 밖에 나가 한 시간 가량 함께
걷거나 헬스에 가서 운동한다. 밤 10시반쯤 되면 나는 의도적으
로 영성관련 책을 읽으며 뇌의 활동속도를 줄이고 사색을 부추
긴다. 필자는 뇌가 사역이나 문제해결 등을 너무 활발하게 생각
하면 그날 밤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
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속 교회당에서 농구시합을 하는데 필자
가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쉼의 방식이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안식일이다. 우리는 그날은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운동과 산책을 하거나 (로즈보울 공원을 한
바퀴 도는 데 약 5Km) 헬스에 가서 땀 흘린다. 걷는 동안 우리
는 함께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반추하는데, 필자와 아내가 소
통하고 연결되는 시간이다. 필자는 농구경기나 체력단련과 같
이 땀을 흘리면서 생각을 사역이나 일과 연관되지 않은 데 돌
림으로써 쉼을 갖는다. 떄로는 운동 후에 온 가족을 위한 브런
치를 요리하기도 한다. 아내와 나는 대개 카페에 가서 두어 시
간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데, LA의 다양한 카페들을 가보는
게 우리부부의 취미다. 내 쉼의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얻는 일인데, 독서가 주된 방편이다. (금명간 필자
의 블로그를 시작해볼까 생각 중인데, 현재로서는 인스타그램
monk_y_mind에 간단한 아이디어들을 올리는 정도다.) 우리부
부가 함께 수퍼마켓에 가는 것도 토요일 일과의 일부인데, 필자
는 그게 피곤하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을 것과 가족을 위한 요
리 생각에 오히려 즐기는 편이다.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요리한다. 필자는 종종 고기를 굽기도 한다. 저녁식
사 후에는 운동경기나 한국 예능프로그램을 관람한다. 하루종
일 필자는 이메일을 열지 않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말의 이메
일 인박스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필자는 종종 집 주변의 샌
가브리엘 산을 오르기도 한다. 대자연 속에 있는 것 자체로 에너
지가 충전되고, 고독과 침묵의 여유가 생긴다.

실천적 제안
• 뭐든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서 있으라. 우리의 우리 됨은 우
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에 근거한다.
• 어떤 쉼이 당신에게 맞는지 찾으라. 당신에게 맞는 쉼을 중심으
로 일상을 구축하라.
• 매주 안식일을 실천하라. 안식은 사치가 아니라 명령이다.
• 쉼을 끌어안는 체계적 그룹, 단체, 교회 문화를 촉진하라. 필자
는 금년 방콕포럼이 이 쉼의 새 문화를 촉진할 열쇠가 되리라 믿는
다. 더 나아가, 필자는 지도자들이 쉼을 구현하고 모범을 통해 지도
력을 발휘하라고 도전한다.
• 지역교회에서 쉼을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지도자의
의식이 중요하다.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가 열쇠다.

결론

쉼은 영혼의 돌봄이요 자기사랑의 훈련인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으로 연결한다. 쉼은 또한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직통으로 연결한다. 쉼은 우리 존재가 바른 행위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되어간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과연 무엇이 되어가고 있느냐
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존재와 행위 모두로 대답한
다. 그리고 유일하게 올바른 대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
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또한’ 그리스도께
서 내 안에 사신다. 쉼은 바로 그 연결이 되어감을 보장하고 지
켜준다. 우리가 쉼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행위가 마침내 우리 존
재와 정렬되고,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존재를 통
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외적인’ 사역의 효과도 내적 영
혼의 닻을 내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데, 쉼은 우리 영혼이 하
나님께 닻을 내리게 하고 타인을 위한 가치를 창출한다. 그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선교의 구현이다!

토요일을 필자와 아내에게 꼭 필요한 쉼이 있는 안식일로 보
내는 습관은 상당기간을 거쳐 형성되었다. 거기에는 기도와 놀
이의 요소가 포함되는데, 기도는 영적인 책들을 읽고 내용을 반
추하며 사색적 역량을 함양하는 상황에서, 놀이는 몸에 쉼을 주
고 영혼에 다양한 운동과 활동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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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럼

선교사의 쉼을 위한 프로그램
선교기관의 사례

김동화 (GBT/GMF)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마11:28).”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따라서 쉼이 필요하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요 4장)에게는 다섯 남자가 있었지만 그 목마름(공허함)으로 인
해 마음의 쉼은 없었다. 부자 청년(마 19장)은 모범적인 삶을 살
았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마음의 쉼은 없었다. 이 땅
에서 온전한 쉼은 없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과 우리 사
이에는 큰 간격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그 간격을 온전히 메꿀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만 온전한 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
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라(마 6장, 주기도문)고 하신 것
이다(박규태, 쉼).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
하는 것과 아울러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본래의 모
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창세기의 하루는 저녁에서 시
작되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 (창1:5~31)” 그
것은 전통적인 히브리인의 일일 일정에 나타나 있었다. 저녁
6~10시는 관계와 공동체의 시간, 밤 10시 ~ 아침 6시는 수면시
간, 아침 6시 ~ 저녁 6시는 일과 생산의 시간이었다. 아직도 이
러한 일정표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있는 유목민 베두인족은 보
통 100세를 넘게 산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쉬
셨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제도와 질서를 위
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임을 분명
히 말씀하셨다(막2:7).(랜디 프래지어,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여백 만들기)
쉼에 대한 이러한 전제를 갖고 선교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
며 그간 어떤 프로그램(case)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21세기의
새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지를 전망해보려 한다.

1. 선교 사역에 있어서의 두 가지 위험

보쉬(David Bosch, 길 위의 영성)는 선교사는 과도한 활동과
절제력의 상실이라는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절제력의 상실은 일을 쉬엄쉬엄하고 지나치게 많이 쉬고 싶어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선교사들이 경쟁이 치열한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 보다 선교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편
하게 여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래서 종종 선
교사들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교지에 그대로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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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하는 설교들은 모국에서
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 선교사
의 다른 사역에서도 똑같은 느낌일 때가 많다.” “수십 년 전, 어
떤 배 안에서 한 중국 노인이 선교지로 처음 들어가는 젊은 미국
선교사에게 말했다. ‘첫 임기 동안에 당신은 기독교 선교사로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이
고, 세 번째 임기부터는 외국에서의 삶을 즐기는 미국인으로 살
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된
다. 정보 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
의 본국과 같은 수준의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게다가 생계형 선교사들도 많
은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우리가 보통 과도한 사역을 하는 이
들에게 쉼의 필요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
에도 쉼은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보쉬는 이를 ‘과도한 활동’
과 ‘과도한 개입(involvement)’의 문제라고 하였다. 다양한 사역
으로 인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 분주함 속에서 전체
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perspective)은 물론 더 나아가 정신적 건
강(sanity)마저 잃게 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 못 다한
일에 대한 부담감을 늘 갖고 있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자
책하면서 자신을 몰아치곤 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은 실종 된 상태가 된다. 우리의 삶이
악과 부정, 어둠과 비참함과 싸우는 전쟁터같이 되어 버린다면
마음의 평안을 강탈하도록 스스로 허락한 셈이다. 그리스도인
으로서의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역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우리의 사역은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계속 근원적
인 힘이 되어주어야 할 하나님의 부드럽고 친밀한 사랑으로부
터 쉽사리 멀어지게 된다.”
보쉬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제 3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길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
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16:24)”는 말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는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다. 즉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내어 주면서도
(full surrender)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부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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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gentle) 긴장 상태 속에 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동시적인
이중 활동(double move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고후11:30, 12:5) 우리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약점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을 전혀 개의치 않으
심을 믿는다는 것을 말한다.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
운 일이 아니며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2. 선교 기관의 사례

1) 안식년과 휴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4-5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는다. 많
은 선교사 파송 기관은 또한 선교사들의 휴가에 관한 규정을 갖
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제도는 선교사들이 고국을 떠나 타문화
권에서 살며 사역하는 것이 고국에 있을 때 보다 더 어렵고 힘
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안식년을 맞아
모국에 돌아온 선교사들 중에는 안식년이 아니라 ‘안쉴년’이 되
었다고 호소하고 오히려 선교지에 가야 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을 자주 듣게 된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아이
들의 방학 기간에만 안식년과 휴가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
게 된다. 휴가는 사역 현장을 떠나서 쉼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안식년과 휴가와 같은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바꾸고 실효성이 있게 만들어야 할 때
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 한국 선교사들의 성향
KriM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한국 선교사들은 과업 지향적
(task-oriented)으로 사역의 진전 여부에 만족감이 좌우되는 특
징이 있다고 한다. 일에 몰두하지만 안식년 제도를 규정대로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로로 지치기 쉽다고 하였다.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인관계도 쉽지 않은데
가정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으
로 여유가 없는 상황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첫 임
기 동안에는 동료들과의 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의 이러한 현실은 선교사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지 못하고 있고, 쉴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확
보하고 있지 못하며, 쉴 수 있는 적절한 환경 속에 들어가기도
어려움을 말해준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특별한 프로
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화된 멤버 케어 전반의 수준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이번 포럼의 주제에 맞추어 훈
련 기관과, 파송 단체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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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MTC의 경우
타문화권 사역자들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는 짐
과 함께 각자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정서적 짐을 지고
선교지로 가게 된다. 심리적, 정서적 짐은 선교사로 하여금 마
음의 쉼을 갖는 데에 장애가 된다.
훈련 기관인 GMTC의 경우 훈련생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정서적 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을 시
작하면서 제일 먼저 몇 가지 심리검사와 아울러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간을 통해 훈련생 각자의 성장배경과 과정을 함께 나누
는 시간을 갖는다. 1주일 정도 계속되는 이 시간을 통해 훈련생
각자는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고 튜터 등 스태프들은 각 훈
련생에 대해 심도 있게 알게 된다. 스태프들은 이러한 시간을
가진 이후 훈련 기간 내내 처음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살피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과 격려를 하게 된다. 5개월 정도의
훈련 기간 동안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기보다는 평생
을 두고 계속 변화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 훈련의 목표이다.

4) HOPE, GBT의 여성 사역자를 위한 리트릿 프로그램
HOPE와 GBT는 여성 사역자 특히 중국과 이슬람권 사역자
들과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한 리
트릿 프로그램을 정기적(매 2년 마다)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사역자들이 사역과 가사 일에서 잠시 벗
어나 비교적 감시를 받지 않는 휴양지에서 잘 쉬고 전문 상담가
를 통한 개인 상담과 미술 치료,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 시(
詩)와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정서적, 감성적 쉼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종헌은 지난 번 방콕 포럼 발제(정서적으로 건강한 선교
사)를 통해 선교사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
하기 위해 현장 사역 중 내면의 소리를 듣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삶의 여백을 만들고 자아인식과 자기사랑을 하게 되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아인식은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자기사랑은 하나님의
무조적적인 사랑을 받아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
식하며,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다. 심화된 자아인식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심화된 자아인식이 있을 때 심화된 타인인식도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타인을 우리와 유사한 여정을 가는 길동무
로 인식 할 때 그들을 단순히 전도나 개종의 대상으로만 인식하
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일을 일정
부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사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강한 유대감과 동병상련의 동질감을 얻게 되어 헤어진 후에도
상호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이 계속됨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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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릿 일정표의 예
시간

3. 전망과 제안

4일(수)

5일(목)

6일(금)

7일(토)

7:00~7:30

경건의 시간

아침 식사

7:30~8:30

아침 식사

해남도 명소
탐방

8:30~9:00

도착 일정

찬양

9:00~10:30

김OO
김OO
박OO

강의
(김OO)

10:30~10:50

휴식

10:50~12:20
12:20~2:00

상담강의
이현숙
점심 식사

2:00~2:3

찬양
강의
(김OO)
자유시간
온천

6:00~7:30

전OO
김OO
김동화&
이현숙
정OO

저녁 식사

7:30~9:00

박OO

웃는 시간
게임, 팀 빌딩

9:00~11:00

10:15
성도팀
도착

11:00~

권OO

2:30~4:00
4:00~6:00

개별상담
or
나눔의시간
영화보기

개별상담
or
나눔의 시간
바닷가 걷기
등등

취침

C국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취약지역으로 이곳에서 사역하
는 선교사들은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GBT
의경우 최근에 암과 같은 중병으로 소천하거나 투병 중인 선교
사들이 대부분 C국에서 사역하였다는 점에서 큰 경각심을 갖
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스트레스와
과중한 부담에서 놓여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
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서후리 숲 디브리핑 프로그램
이랜드 클리닉 원장을 지낸바 있는 손은섭 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자
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토로하고 충분한 휴식을 갖도록 하 기 위
해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이 지쳐있는 선
교사들이 경기도 양평 서후리의 울창한 숲 속에서 충분히 쉬고,
아름답게 꾸민 식탁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좋은 음식을 맛보
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작은 연주회를 통해 잔잔한 기쁨
을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교사의 쉼을 위한 프로그램

포스트모던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근대성(modernity)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요구하던 규율의 중요성은 점점 사라지고
스스로 성과를 내도록 요구하는 성과시대라고 한다(한병철, 피
로사회). 규율과 매뉴얼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이제는 각자가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
하고 잠재해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규율 시대에는 ‘~해서는 안 된다’ 또는 ‘~해야만 한다’라는 금지
또는 강제의 부정성이 지배하였다면 오늘날은 무한정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긍정성이 사람들을 괴롭힌다. 자기 긍정을 한
없이 요구하는 이 시대를 자기착취의 시대라고 하기도 한다. 과
거의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이제는 프로젝트, 이니시어티
브, 모티베이션이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규율사회에서는 광인
과 범죄가가 많지만 성과사회에서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양산한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
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병리
적 현상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생산의 과
잉을 경험하는 과잉시대이기도 하다. 비만처럼 같은 것의 과다
가 가져오는 병적 상태가 많이 나타나는 시대이다. 부족한 것은
노력하여 채우면 되지만 과다한 것(다양한 중독현상을 포함하
여)에서 오는 문제는 본능과 싸워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
주 어려운 싸움이다. 과유불급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선교사들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울증과 같은 어려
움 겪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이러한 성과주의 시대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선교사
가 되려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과잉 즉, 다양한 SNS와 인터
넷 사용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거리와 상관없이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상
황이 실제로는 깊이 있는 교제와 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보게 된다. 언제나 연결되
어 있고, 언제나 응답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더 쉼을 어렵게 만
들기도 한다.
선교사 훈련과 돌봄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하는 시대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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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단기선교위원회는 한국교회의 단기선교(여행)의 문
제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션파트너스의 위원회 중에 하나
이다. 단기선교는 현재 교회의 선교사역에 중요한 영역을 차지
하고 있다. 교회에서 장기선교사 지원이나 파송 못지 않게 중요
한 부분이다.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없고 그저 관
행적으로 단기선교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장기적인 방
향과 전략을 가지고 단기선교를 실시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
다.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적 대안을 마
련하여 효과적인 단기선교로 발전하는 일은 아주 시급한 문제
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0년 만들어진 위원회는 수
년 동안 단기선교(여행)에 대한 여러 번의 포럼을 거치면서 단
기선교표준지침서 및 해설서 등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한국교
회에 제공했다.
그러는 가운데, 단기선교에 중요한 한 축인 현장선교사들의
관점과 입장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난 2016년 2월 21-25
일 태국 방콕에서 21세기단기선교위원들과 현장선교사들이 함
께 모여 현장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본 단기선교(여행)에 대한 심
도 있는 논의를 했다.
논의 가운데 현장 선교사들은 단기선교팀들이 매년 적게는
1-2번씩 혹은 많게는 열 차례 이상 다녀가기도 하는데, 선교사들
이 단기선교팀을 운영하는 일에만 시간을 사용했지 이를 전략
적으로 발전시켜 한국교회와 선교현장이 공히 도움을 받는 사
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으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동
시에 단기선교가 좀 더 현장 중심적인 사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장선교사들이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실제 단기
선교가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주도하기 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 각성하고 많은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는 단기선교가 좀 더 효
과적이고 사역적 의미를 가지는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사역으
로 발전하기 위해 현장선교사들이 힘을 모우기로 한 것은 너무
나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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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6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국에서 참석한
21세기 단기선교위원과 태국, L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C
국, 네팔에서 참석한 8개 국가의 아시아권 현지 선교사들이 방
콕 소재 크리스챤 게스트 하우스에서 단기선교에 관한 포럼을
주최하였다.
단기선교는 이제 한국선교의 부인할 수 없는 선교방식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201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한국
교회에서 단기선교방식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10만명이나 되었
다.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인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준비하는 교회의 단기선교 프로그램은 중복되거나 제한적
이었다. 단기선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단기선교 현상
을 이 시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선교의 방식으로 인정하
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위원들이 모여 21세기
형 단기선교여행 표준지침을 제작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1년
부터 지난 5년간 한국교회의 단기선교와 관련하여 논의해 온 미
션파트너스 산하 21세기 단기선교위원회는 2016년에는 선교 현
장에서 현장 선교사들과 함께 단기선교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
다. 현재 다양한 형태와 기간의 단기선교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
번 포럼에서는 1달 미만 기간으로 실시되는 "단기선교여행"에
대한 것을 논의하였다.
이번 21세기 단기선교여행 아시아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중심의 단기선교
단기선교의 기획과 사역내용의 결정은 파송 교회와 현장 선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의 역할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교회에서 단기팀을 인솔하는 리
더들은 선교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가 더 필요하
다.
2. 단기선교의 수혜자에 따른 단기선교 방식의 구분
단기선교의 목적을 구분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단기선교가
실행되어야 한다. 단기선교는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 될 수 있다. 가장 안
타까운 지적은 한국교회와 한국선교사는 단기선교를 열심히 수
행했는데 현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었다. 단기선교의 최종 목적과 선교사역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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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단기선교 사역의 수혜
자는 한국교회, 선교사, 선교지의 교회나 현지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고 단기선교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3. 선교지에 맞는 단기선교 매뉴얼 제작
단기선교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많이 있지만 단기팀을 파송하
는 한국교회나 현장의 선교사가 그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인정
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겨 왔음을 반성하였다. 앞으로 각 선교지
에서 단기선교를 위한 각 국가별 단기선교 매뉴얼을 만들기 위
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단기선교사역의 실행을 위
해서 허브의 역할과 자료를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코디네이
터의 역할이 절실하다.

3. 21세기 단기선교 위원회는 단기선교 사역 모델의 개발과 단
기선교 사역 사례를 모아 추가 현장 세미나를 선교지에서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단기선교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여 활용한다.
5. 단기선교 표준지침과 설명서, 포럼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각 해당국가 교회의 단기선교를 지원한다.
6. 단기선교 사례집 제작은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로 제작
하고 활용한다.
7. 2016년 10월 베트남에서 2차 모임을 통해 현장사례와 단기선
교 매뉴얼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2016. 2. 24.

4. 다양하고 창의적인 단기선교 모델의 개발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다음세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더 창의적
이고 실제적인 단기선교의 사역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번 단기선교 아시아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

태국 방콕에서 선언문 작성자 일동.
강대흥. 김승근. 전진. 김진영. 김찬중. 박대성. 왕타오. 이복순.
이신우. 이오리. 차요셉. 최종환. 한윤호. 한철호. 황예레미야.
황정신(가나다순).

1. 국가별 단기선교 매뉴얼 제작한다.
2. 이번 모임에 참가한 현장선교사들이 국가별 단기선교 코디네
이터 역할의 감당하도록 한다.

21세기단기선교위원회 아시아포럼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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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파트너스

프론티어 벤처스의 변화를 통해 그려보는 미션파트너스의 정체성
편집부

미션파트너스는 지난 5월 3일 프론티어 벤처스(Frontier Ventures)
의 대표인 김종헌 선교사를 초청해서 선교공동체로서 미션파트너
스의 정체성 및 방향성에 대한 강의와 토의의 시간을 가졌고 이 글
은 당시 강의와 토론을 정리한 글이다.

‘Punk Monk’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신수
도원운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예로 북미주에서 확산되고 있
는 MoveIn(www.movein.to)은 도시의 빈민촌이나 미전도종족
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살며
필요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김종헌 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프론티어 벤처스는 미국세
계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후신으로 월
리엄캐리대학교(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사역적으로 나눠진 1990년부터 하나의 order로 존재했다.
order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는 쉽지 않은데 사전적인 의미로
는 모임, 공동체를 의미하는 회(會)로 교회사에서는 대개 수
도회의 구조를 언급할 때 사용한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선교
적 영성공동체’이고, 영어로는 fellowship, society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미국세계선교센터를 창립한 랄프 윈터 박사는 구
교에서 사용된 단어인 ‘소달리티(sodality)’를 사용해서 order
를 설명했는데 order가 구교적인 느낌이어서 개신교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선교사 영
성공동체(missionary order)를 살펴보면 order의 개념을 이
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order로 표기한
다. 편집자주)

윈터 박사와 저명한 학자인 케네스 라토렛의 저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order는 가장 오래된 전통이며 전 세계 기독교 운동이
발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개신교의 order와 수도원
의 order는 갱신과 확장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해 왔다. 갱신과 확
장은 과거나 현재의 order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점검하는 리
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갱신이 없다면 확장이 없으며, 확장이 없
다면 갱신도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갱신과 확장 (renewal and
expansion)’이란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갱신이나 확장이
아니라 ‘과(and)’이다. 확장에서 갱신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갱신과 확장 사이에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창세기 12장과 마태복음 28장은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다. 역사적으로 수도원 운동의 가
장 복음주의적인 모습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 진젠도르
프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겨자씨회(the honorable order of
the grain of mustard seed)를 만들어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했다. 또한 1990년대에는 복음주의 청년들을 중심
으로 신수도원주의(new monasticism)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도시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다.
특히 신수도원주의이란 명칭을 사용한 조나단 윌슨은 그의
저서 ‘조각난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기(Living Faithfully in a
Fragmented World)’에서 디트리히 본회퍼의 1935년 설교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교회의 회복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
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끄는 과거의 수도원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수도원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스캇 베세네커의 책 ‘The New Friars’이나 애니 프리맨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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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은 정체성과 관련되어 ‘존재(being)’라는 말로 확장은 목
적과 관련되어 ‘실천(doing)’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단어를
포함한 단어로 ‘되어감(becoming)’을 들 수 있는데 영어로 ‘우리
는 좋든 싫든 무엇인가를 닮아간다(we are becoming something)’
는 표현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와 행함의 면에서 하나님
을 닮아가며 그분과 연합한다(we are becoming one with God).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
랑이 되어감을 의미한다(we are becoming love). 사랑이 바로 우
리의 정체성이며 사랑을 위해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도 결국 이런 사랑이 되어간다는 의미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20세기말의 상황을 보
면 교회는 갱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선교단체는 갱신은 잊어
버리고 확장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동안 많은 복음주
의 선교단체가 갱신이란 초점보다 확장에 집중을 두었던 것 같
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한국 역시 선교적 영성공동체가 필요하
지 않을까 진단한다.
프론티어 벤처스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으
며 김종헌 선교사 역시 과거에 비전의 이중초점이란 표현을 사
용하면서 강조한바 있다. 프론티어 벤처스는 교회의 갱신을 위
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선교적인 측면에서 지적이고
문화적인 도전들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런 전
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프론티어 벤
처스의 존재적인 모습이 변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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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으로 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서 삶속에서 실천하면
서 개인은 갱신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우리 모임은 갱신의 공동
체가 되어야 한다. 변화 없는 갱신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
리는 최근 하나님 나라의 존재, 삶, 실천을 강조하며 갱신과 확
장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프론티어 벤처스의 방향으로
삼았다. 이렇게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의 갱신이란 문제를 효과
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확장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미전도종족에 임
하지 않았다는 사도적인 부르심을 깨닫고 이를 강조(로마서
15:20)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에 시
선을 맞추고 왜 아직도 임하지 않았는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야 한다. 여기서 김종헌 선교사는 우리가 종교개혁적 패러다임
이나 기독교국가(christendom)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개혁적 패러다임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믿는다.
종교개혁적 패러다임은 성경의 우월성, 구원의 복음, 하나님
과의 계약관계를 강조하며, 기독교는 다른 종교적 전통보다 뛰
어나고, 장래에 갈 천국과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과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 나라의 개혁적 패러다임은 예수님의
우월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종교적 전통 위에 있으며, 이곳에 임하시
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우리의 신학과 경험을
넘어서는 성령님께 의지한다.

역사적으로 최전방, 비주류, 주변인, 변두리에서 발생한 운동
들이 중심부를 바꾸는 일이 많았다. 우리는 사회와 공동체의 신
뢰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갖기 위해 중심부와 관계를 맺어야 하
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혁 패러다임을 갖고 주변부에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이 말은 프론티어 벤처스가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 지역을 뛰어넘는 사도
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김종헌 선교사는 현존하는 많은 선교구조들이 우리의 생각보
다 훨씬 빠르게 시대에 뒤떨어진 구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현
재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정의나 환경보호와 같은 활동에 관심
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혁 패러다임을 회복하
고, 초점을 다시 맞추며,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패러다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기독교 국가적
시각이나 다른 종교적 전통을 의미하지 않는다. 갱신과 확장, 또
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나 선교학 모두 예수님만
이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패러다임은 미전도종족을 포함
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
앤드류 월스의 글인 ‘교회의 다행스런 몰락(fortunate subversion of the Church)’에 언급된 아래의 내용에 김종헌 선교사는
깊이 공감한다.

김종헌 선교사는 종교개혁의 패러다임이 틀렸고 하나님 나
라의 개혁적 패러다임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양쪽 모
두 진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종교개혁적 패러다임
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개혁적 패러다임에
서는 예수님보다 성경을 높이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나
라의 개혁적 패러다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
님이며 예수님이란 렌즈를 이용해서 신구약을 해석해야 한다.
또한 종교개혁적 패러다임에서는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는데 사
실 이 표현은 성경에 1회만 언급된다.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구
원을 받기 위한 복음이 가장 강조되었고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
인 목적인 것처럼 복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
님 나라의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의 복음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는
복음을 강조한다.

자발적인 공동체가 일어난 이유는 성공회, 장로교, 회중교회, 감
리교 등의 전형적인 형태의 교회조직에서 18세기 형태의 선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교
회의 성공으로 자발적인 선교회는 교회구조의 모든 전통적인 형태
를 변화시켰다. 선교회 구조는 기존 교회구조 어디에도 맞지 않았
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서 지나치게 지역화된 구조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혹자는 복
음전파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모을 ‘수단’에 대
해 가톨릭에서 사용했던 어휘인 ‘소달리티’라는 말을 차용했다. 자
원적인 선교단체는 예전에 수도원이 이뤄냈던 것들보다 더욱 효과
적으로 사역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소달리티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원적인 선교단체(voluntary society)에 대한 신학
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신학적인 깜짝 선물일 것
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질 때마다 하
나님께서는 선교단체를 통해 부드럽게 타이르셨다. 사실 신학적으
로나 교회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선교운동의 걸림돌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근대선교를 내지선교시대, 해안선교시대, 종족선교시대로
구분할 때 각 선교시대마다 겹치는 전환기가 있었고, 이 때 여
러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종교개혁적 시기와 하나님 나
라의 개혁적 시기 사이의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의 개혁적 시기에 살고 있다면 추수를 기다리는 들
판에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새로운 세대의 일꾼들을 동원하
고 훈련하여 파송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order의 형태로 변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꺼이 혁명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며 기존 질서를 거
슬러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김종헌 선교사는 과거에 하나
님께서 당대의 교회를 교정, 성장, 성숙, 확장하기 위해 order의
구조를 사용하셨다고 믿는다. 그래서 프론티어 벤처스도 과거
의 모습을 탈피해서 order의 모습으로 재정립되길 소망한다. 어
쩌면 프론티어 벤처스가 수많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하
면서 결국 소진됐고 원래 order의 구조를 잃지 않았나 하는 평가
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마치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

프론티어 벤처스의 변화를 통해 그려보는 미션파트너스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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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형편에 있지
않는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션파트너스가 훌륭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역인 퍼스펙티브
스 훈련의 영문 명칭은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으로 이 표현에서 중요한 단어는 운동(movement)이다. 작
고하신 랄프 윈터 박사도 퍼스펙티브스 훈련의 운동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퍼스펙티브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동원
되어 훈련받고 관점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
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수료 후에도 바뀐 관점
으로 어떻게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지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해
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갱신과 확장이 일어나며 이 시대
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운동이 필
요하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둘러싼 현대사회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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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시대의 압박적인 패러다임과 다람쥐 쳇바퀴 속에
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찰해야 한다. 또 이러한 분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갱신을 깊
이 있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방콕포럼 2016
에서 다룬 정신적 건강과 쉼이라는 주제는 갱신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갱신을 위한 쉼을 위해서는 침묵과 고독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의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갱신과 확장은 함께 해야 하며 이 두 가지
를 위한 더욱 깊은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초점
을 가르치는 선교적 영성공동체가 이제는 미국과 한국에 필요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미션파트너스
의 한철호 선교사와 대화를 꾸준히 나눴고 한국에서 이런 공동
체가 생기길 함께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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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을 위한 코디아넷 포럼
신기황(IMMU)

2011년 3월 15일 발생한 시리안 내전으로 촉발된 난민 사태
는 시리아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짧은 시간 내에 대거 이주하는 엄청난 사건
으로 발전됐다. 2015년 1월 독일을 필두로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여 생명을 건 유럽 대 장정이 시작됐고 2016년
초에 유럽의 나라들이 난민들에게 국경을 폐쇄 상황으로 진행
되어 그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유럽난민문제로 연일 혼란스러운 유럽의 각 국가들에 자리
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난민발생지역에서 사역
해온 선교사들, 난민들의 출발지인 지중해 연안의 레바논, 터
키, 요르단, 그리고 중간 기착지인 그리스, 불가리아, 마케도니
아, 정착지인 독일 등지에서 구호 사역 및 복음사역을 펼치고 있
는 사역자들, 한국, 미국, 중국 홍콩 등 난민사역자 후원교회 등
이 실질적인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첫 시도로 ‘코
디아네트 사역 써미트 2016(Korean Diaspora Network Ministry
Summit 2016)’이 지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독일의 바드홈
부르크에서 열렸다. 이후 글로벌 디아스포라 파트너즈(Global
Diaspora Partners)로 명칭을 바꾸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모임에는 모두 55명이 참석했는데 세계 각처에서 온 한
인 디아스포라 교회 담임 목회자들과 T국, J국,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등 현장의 사역
자와 난민 사역을 위하여 재배치된 사역자들이 함께 해서 모임
의 열기를 더했다. 또한 참석자 모두가 그 절박성과 필요성을 공
감하고 있던 차에 가장 활발한 현장인 독일에서 모임을 갖게 되
어 그 기대와 참여도는 매우 높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난민시대 곧 디아스포라시대를
조명하며 글로벌 한인디아스포라 사역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
기 위한 성경적(강밝내 목사, 한국새밝교회), 신학적(김형욱 목
사, 알마티 익투스교회), 선교적(김수길 선교사, 그리스) 조명을
했으며, 시리아 출신 사역자인 아브라함의 시리아 난민사역 보
고, 아프간 출신 사역자인 아지즈의 아프간 난민사역 보고, 네덜
란드 출신 사역자인 행크의 이란 및 아프칸 난민 사역 보고, 독
일출신의 사역자인 후버트의 독일 내 난민사역 보고를 들었으
며, 조윤태목사(홍콩엘림교회)는 디아스포라사역 사례와 이성
춘 목사(프랑크푸르트 국제교회)는 유럽 및 독일 한인디아스포
라교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어서 난민 발생지역에서 사역한 현장 선교사들의 현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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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난민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탈출구에서 난민캠프를 통해 구
제 및 교육사역 현황, 유럽도착 관문인 그리스에서 난민 구호 및
성경전달 사역의 상황을 직접 담당하는 한인 사역자들의 사역
보고가 이뤄졌다.이번 회의의 결과로 참석자들은 상호간 필요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5가지의 실행사항을 마련했다.
A플랜은 성경 배포와 기도팀 구성이다. 이를 위해 1) 기도타
워- 홍콩 버틀러산, 아레오바고 언덕, 올림포스, 워싱턴, 뉴욕,
LA, 한국에 기도 팀을 세운다. 2) 난민을 위한 자국어 성경 배
포를 협력한다.
B플랜은 난민사역자 훈련과 재배치를 위해 1) 난민하이웨이
방문 프로젝트 금년 5월과 9월- 답사와 동원자료 확보한다. 2)
난민사역자 연결과 재배치를 협력한다.
C플랜은 OCOS 난민 학교 운영 및 교사 양성을 위해 1) One
Class One School을 통해 작은 학교를 시작한다. 2)교사 양성 및
보급에 협력한다.
D플랜은 ‘깊은 데 그물 내리기 팀’을 구성을 하고 독일 난민
사역을 위해 1) 독일에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교회를 조
직하고 재배치 선교사 비자발급 협조하여서 선교사들의 독일사
역을 적극 돕는다. 2) 난민 사역을 위한 유럽 한인디아스포라교
회 네트워크 구축한다.
E플랜은 우리 이웃돕기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한다.
1) 생존(의식주) - 난민들의 긴급한 필요 ▶푸드뱅크 ▶의류 & 완
구 ▶세탁 후 비닐팩에 포장해서 나누기 ▶[우리 이웃돕기]의 난민
정책 및 지위
2) 교육: ▶One Class One School/ 2~3개월 단기속성커리큘럼(
언어+복음제시)/양질의 교육자료 제공/ 중고노트북/ YAS (Wireless
accessible storage)를 통해 자료 제작 ▶직업교육: 도배사, 페인트 등.
3) 타문화 적응: ▶현지문화이해 - 유럽의 기본적인 예절교육 - 단
기적인 속성 언어교육 ▶독어 등 ▶난민문화이해 실천방안 등이며,
이를 실천하고 지속화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이웃돕기 사역 디아
스포라 교회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한편 이번 써미트 실행위원은 코디네이터 이창배(유럽크리
스챤신문 대표), 김형욱(한국외항선교회), 신기황(IMMU 본부
장), 조나단 박(호프선교회), 허보통(IMB 국제선교부 난민사
역), 한철호(미션파트너스) 등이 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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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온라인, SNS 사회에서의 복음
박요한(크리스천 SNS 관리자 연합)

이 글은 크리스천 페이지 연합의 대표인 박요한 전도사가 지난
6월 11일 방주교회에서 가진 '신앙의 불모지, SNS 세계를 개척하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발표내용이다.

IAD(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가 있는데 쉽게 풀
어 설명하면 ‘인터넷 중독 장애’인데, 주로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
용하여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 큰 손상이 생겨 결국 중독이 일
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 청년시기에 지나치게 인
터넷에 몰입할 경우 자기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충동성이 강해
지거나, 사회적 능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거나, 혹은 사회적 도덕성이 약화될 수도 있어서 교육적
차원에서 이 장애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이 용어가 처음 사
용되기 시작했던 때가 무려 20년 전인 1996년이라는 사실에 주
목해야 한다. 1996년도에 인터넷 중독을 겪던 소수의 10~20대
들이 지금은 30~40대가 됐다. 그리고 소수의 IAD현상을 겪던
사람들이 2016년의 시대성을 ‘유비쿼터스(Ubiquitous)’1)로 만들
었다.
세계의 온라인 시장을 선두 하는 기업들과 리더들은 1990년
대가 해결하려 했던 IAD의 부작용 및 부정적 정서와 현상들을
뚫고 이 시대로 우리를 끌고 왔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한 손에
개인 PC를 들고 다니고, 거리를 걷다가도 메일을 보고 읽으며
소통하고, 수많은 정보들과 콘텐츠들을 SNS와 여러 미디어 매
체들을 통해서 주고받으며, 이제는 이런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
들이 급속히 늘었다.
1990년대에는 ‘장애’와 ‘중독’이라고 정의하며 해결해야할 골
치 덩어리였던 그 시대적 숙제가 오늘날에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누구나 IAD의 증상을 한번쯤 겪지 않는 사람이 없는 사회
가 됐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자아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맞닿아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심지어는 두
자아가 거울과 같이 동일하게 미러링(mirroring) 되어 살아간다.
이와 같은 보편적 사회 현상을 과연 누가 장애나 중독이라고 부
를 수 있겠는가?
이제는 언제 어디를 가도 무료 인터넷이 가능하고 시대가 주
는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됐다. 사회단체나 개인들

1) 유비쿼터스 :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
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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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온라인 미디어의 집약체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에 몰려있고 대부분의 기업과 언론은 이것에 투자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 시대에 온라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비율
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5년 3
월 기준 83%이다.2)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률
이 90%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
계 주요 56개국의 성인 인구 중 스마트폰의 평균 보급률은 약
60%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스웨덴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2.8%였고, 스페인이 79.6%를 기록했다. 홍콩(78.9%), 노르웨
이(78.9%), 대만(78.3%), 호주(77.1%) 등이 상위 10개국에 포
함됐다. 중국(74.0%), 영국(71.1%), 미국(70.8%) 등은 70% 초
반 대에 머물렀다.3) 그러나 60%가 넘어간 모든 나라들의 수치
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러한 통계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 교회와 선교의 역할이 온
라인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들은 ‘방
송매체’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잘 따라왔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마찰과 어려움이 있으나 영상예배와 설교, 교회홈페이지 활용,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잘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 방송으로 사람
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복음을 전했고, TV와 인터넷 방송 영상
등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곳까지 예배가 있도록 도왔다. 하
지만 시대는 또 빠르게 앞서갔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10~20대
에겐 최적화 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의 절대 다수인 약 90%
이상이 SNS를 사용하기 때문이다.4)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SNS가 새로운 복음전파의 장이라
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간단한 예로 한 명의 크리스
천이 전도를 하기 위해 전철에서 한 사람씩 전도지를 나누어주
는 것보다 영향력 있는 SNS 기독교 페이지의 글(콘텐츠) 하나
가 훨씬 파급력이 있다. 실례로 현재 기독교 페이지 중에 가장
큰 페이지인 ‘기독교다모여”5)에서 복음이 담긴 콘텐츠를 생성하

2) KT 경제경영연구소는 2015년 7월 7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
보고서 - 2015년 3월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3) KT 경제경영연구소 ─ 각국 스마트폰 보급률 조사 결과 참조
4) SNS 종류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네이버 밴
드, 어라운드 등
5) SNS페이지 [기독교다모여] : 약 8만명(2016년 6월 기준)의 팔로워가 있는 단
독 기독교페이지로서 각종 기독교에 대한 메시지, 복음, 건전한 기독교 글들을 컨텐
츠로 생성, 배포하는 페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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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게시했을 때 글(콘텐츠)의 도달범위6)가 평균적으로 3~40만
에 달한다. 이는 SNS에 복음이 담긴 콘텐츠 하나가 올림픽경기
장을 20~30회 만석으로 채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
이다. 1:1로 대면하는 오프라인 전도와는 양적인 면에서 비교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은 전도가 ‘인격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의 직접 전도와 온라인상의 간접 전도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
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대에 SNS가 갖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
며 광범위한 전달성을 기독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시
대에 도태되고 말 것이다. 오프라인의 현장만큼 이제 온라인도
전도의 현장이 됐다.

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첫 화면으로 페이스북을 접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이 한국보다 더 강한 SNS의 영
향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한국 교회는 온라인과 SNS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
도를 보였고 미디어나 SNS가 악하다는 평가를 해왔다. 물론 온
라인 세상에는 온갖 불건전한 콘텐츠가 가득하다. SNS나 웹
(web)을 통해 어떤 정보를 접하던 불건전한 배너들이 사용자들
을 유혹한다. 이러한 온라인 미디어와 SNS의 특성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용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교회가 온
라인 미디어로부터 성도들을 비교적 잘 통제해왔다. 하지만 지
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인터넷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든 인류의 생활을 편리
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어디를 가든 인
터넷이 가능케 된 사회를 살고 있다. 이제는 미디어 금식이 인
생 금식과 동일시 될 정도가 되었고,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도
무색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교회도 복음전파를 위해 반응을 해야
한다. 온라인과 미디어가 악하다고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불건전하고 비기독교적인 콘텐츠가 가
득한 온라인 세상에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이며 건전한 콘텐츠
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다는 한국교회의 선
교방법론과 방향성을 재고해 보아야한다. 앞서 다루었듯이 선
진국의 온라인 발전상을 개발도상국들이 그대로 따라서 따라가
고 있다. 이제 몇 년 뒤엔 전 세계가 더욱 강하고 응집력 있는 유
비쿼터스적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의 활용이 극
대화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미래에 대비해야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 상
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러한 현실에
필요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하기 원한다. 이 사역에는 많
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온라인 세
상에서 복음이 흘러들어오지 않아 생명없는 콘텐츠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한국 교회의 젊은 성도들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온라인 미디어는 또한 타문화 선교에 큰 기틀이 될 것이다. 이
제는 모두가 미디어 전문가이다. 모두가 개인 계정을 통해 기초
적인 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교회의 젊은이들은 이
기회를 선교의 장이라고 보는 안목이 없다.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몇 가지
를 요청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국내의 자립교회 및 대형교회들은 이 사역에 참여
해야 한다.
기독교 콘텐츠 생산에는 적절한 자본, 기술, 시간, 그리고 노
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문화사역에 명성이 있는 교
회들도 이러한 온라인 미디어 사역이나 SNS사역에 큰 관심이
없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은 이 사역에 대한 사고전환
과 더불어 이 선교적 사역에 동참해야한다.

만약 “페이스북이 곧 인터넷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느냐고 질
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사실 우리에게는 페이스
북이 곧 인터넷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인터넷
을 켰을 때 초록화면의 포털사이트를 보기 때문에 굳이 대답하
자면 우리에게 인터넷은 곧 ‘초록포털사이트’이다. 그러나 페이
스북이 곧 인터넷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래 도표를
보면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65%는 인터넷이 페이스북이라고 생
각한다고 답했으며 인도네시아는 61%, 인도는 58%, 브라질은
55%의 비율에 국민들이 페이스북이 곧 인터넷이라고 답했다.
그에 반에 미국은 5%에 지나지 않아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띠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페이스북사가 개발도상국에 전
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사는 개발도상국
에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을 제공해주는 드론을 상공에 띄울 장
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렇게 되면 개발도상국민이 스마트

세 번째 SNS 사역자들7)을 지원해줄 교회적 시스템이 필요
하다.

6) SNS ─ 페이스북 페이지의 컨텐츠가 게시된 후 개인 계정들의 타임라인에 노출
되어 개인이 그 컨텐츠를 보게 되는 횟수.

7) SNS사역을 실천중인 페이스북 내의 기독교 페이지 : 기독교다모여, 크리스천,
도움닫기, Agnus Dei, 신앙과 신앙, 말벗, 생각 많은 판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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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교회들은 기존의 신앙교육과 함께 SNS사용에 대한
교육을 해야한다.
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기독교인의 덕과
성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
년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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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사역하고 있지
만 절대 대다수가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다. 현재 SNS사역은
투잡(two job)이라고 말할 만큼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며 그
래서 사역의 속도가 더디다. 기독교 문화를 선두하고 전파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콘텐츠를 생산하며 온라인 세상을 그리
스도의 향기로 바꾸려는 이 사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네 번째 한국 교회가 이 영역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있어야
하며 타문화권 선교와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고 개발도상국의 SNS 의존도는 이미 한국보다 높아졌다. 그래
서 필요가 많은 곳이 오히려 국외이다. 그래서 해외 온라인 선
교 지원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의 요청사항들을 통해서 필자는 우리가 가
져야할 이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물론 보수적인 한국 교회
가 이러한 사역에 대한 당위성을 갖는데 긴 설득의 시간이 필
요하겠고 실제로 진행할 때 예상치 못한 난관들을 만나게 될 것
이다. 또한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와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 기독교가 결코 간과할 수 없
는 시대적인 과제이면서 선교지인 온라인 영역에 복음을 전달
해야 할 것이다. 로마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전파를 위해 두발로 걸어 다녔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선
교사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다면 오
늘, 바로 지금, 복음을 전파할 신속한 수단은 무엇이겠는가? 그
것은 바로 온라인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국내에 다량으로 생산되어있는 기독교
콘텐츠들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재배포 되어야 한다.
국내에는 이미 기존 SNS사역자들을 통해서 생산되고 배포된
많은 한국어 콘텐츠들이 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양질의 콘텐
츠들은 한국 SNS망 안에서 일시적으로 영향을 준 후에는 사라
지고 만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현지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번역
되어 재배포 되어야 한다. SNS를 이용한 해외선교사역의 초기
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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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세계분석

인도 반개종법의 확산
테미나 아로라

이 글은 로잔세계분석 2016년 5월호에 실린 글로 델리에서 활
동하는 변호사면서 아시아개발은행의 남아시아 담당 수석변호사
인 테미나 아로라가 인도에 확산되고 있는 반개종법의 실태에 대
해 기록했다.
한 사회를 평가하는 진정한 척도는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소수집단을 향한 폭력

양심의 자유와 개인이 선택한 종교를 실천하고 고백하며 전
파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오랜 전통과 법률적 체계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종교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로 발생한 폭력에 공공연하게 희생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에
의하면 2015년에
기독교인들을 대
상으로 160여건
이상의 사건이 있
었다. 마디야 프라
데시에서 가장 사
건이 많았고, 타밀
나두, 우타르 프라
데시, 차티스가르
가 그 다음을 차지
했다. 이 사건들은
신체적인 폭력, 위
협, 협박을 포함하
며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성적인
폭력과 위협을 당했다는 보고도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2015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만 630건 이상
의 집단폭력 사건이 있었고, 2015년 첫 5개월 동안 보고된 집
단폭력은 예년에 비해 24%가 증가했는데 그중 65%는 사망사
건이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15년 연례보고서
에서 2014년의 인도 총선이후 소수의 종교집단이 집권세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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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민당(BJP) 소속 정치인들의 신랄한 표적이 됐고 또 민족
봉사단(RSS)과 세계힌두협회(VHP)아 같은 힌두 극우파 단체
들에 의해 셀 수 없는 공격을 받고 있고 개종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종과 관련한 혐의

소수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이 멈추지 않는 원인으로 기독
교인들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다른 종교인들을 개종했다는 혐
의 때문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극단주의 힌두교 단체인 바지랑
달의 소속원들이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시에서 목사 한명
을 사로잡아 머리를 반쯤 깍은 채 당나귀에 태워 행진을 했다.
이들은 목사가 동의 없이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했다고 주장했
다. 또한 2016년 1월 14일 인도 중부의 마디야 프라데시 주에서
경찰이 시각장애자 부부를 포함해서 13명을 구속했는데, 경찰
은 이들이 유인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들을 개종시키
려고 했다고 혐의를 두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알려졌지만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위한 UN 특별조사위
원인 마스마 자한기르는 2011년 인도관련 보고서에서 다음과
언급했다.
개종에 대한 법률을 채택한 인도의 여러 주 안에서 폭력, 유인, 사
기 등의 방법으로 개종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리사 주
의 경우 1967년에 오리사 종교자유 법안이 발효된 이후 10년간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주청사의 지역 담당관이나 고위 관계자에 의해
제기된 적이 없다.

인도에서 위법적인 개종 사례에 대해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
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부내
부에서 나오고 있다. 2015년 4월 인도 인민당의 통합내무부 장
관인 라지나트 싱은 힌두교로 강제 재개종을 하는 사례와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일어난 다양한 공격들의 대안으로 국가적 차
원의 반개종법의 제정을 요청했다.
이 법률안은 어떤 사람도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떠한 종류
의 강요, 회유, 부당행위 등의 수단으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거나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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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이와 비슷한 법들이 1967년에 오디사(예전의 오리사), 1968
년에 마디야 프라데시, 1978년에 아루나찰 프라데시, 2003년에
구자라트, 2006년에 히마칼 프라데시에서 주 또는 지방 차원에
서 제정됐다. 종교자유법이라고 완곡하게 명명된 이 법률안은
사실상 반개종법으로 알려졌다.
# 2002년 타밀 나두 주의회는 강제적인 개종금지 법안을 통과시
켰고 인민당이 이끄는 연정이 선거에서 패배한 뒤 페지됐다.
# 2006년 인민당이 집권한 라자스탄 주는 이와 비슷한 종교자
유법을 제정했으나 인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난 10년동안 보류
중이다.
# 마디야 프라데시와 차티스가르 주의 인민당 또한 2006년 관련
법률을 고수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법률의 기본적인 특징

이런 법률들은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한데 강제, 기만, 회유나
유인에 인한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어떤 사람도 직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강제, 기만, 회유 등의 수단으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거나 그런 시도를 하거나 사주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이 법률은 벌칙규정 및 처벌조
항을 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루피 이하
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0루피 이하의 벌금형이다. 처
벌의 수위는 여성, 미성년, 달릿(카
스트제도에서 불촉천민으로 불린
계층) 또는 소수부족을 대상으로
강제, 기만, 회유 등을 통한 개종의
증거가 있을 때 가중처벌 된다. 개
종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
나 개종을 위한 종교의식에 참여하
기 전 지역 담당관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
과된다.

법의 효력

다양한 소규모 지역사회나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의
하면 이 법률이 오히려 소수의 종교 공동체에 대한 적대
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소수의 기독교 공
인도 반개종법의 확산

동체를 향해 종교자유법이라는 미명 아래서 탄압이 발생
하며, 강제 개종을 구실로 삼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극
우 힌두교 단체의 공격이 빈발해졌다.

남아시아
법의 효용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도
이런 법률을 시행중이다. 네팔은 최근 개정된 헌법에 반개종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스리랑카에 제
정됐는데 2004년 대법원에서 부결됐다.
네팔
2015년 개정된 네팔 헌법 26조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
되고 ‘개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믿음을 실천하고, 고백하며,
지킬 자유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26조 3항에서는 ‘어
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공적으로 건강, 품위, 도덕성에 반하거나
법이나 질서를 어지럽히게 행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조장할 수
없고, 종교를 개종케 하거나 다른 사람의 종교를 방해할 수 없
다. 이런 경우 법으로 처벌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품위와 예
의범절이 명시되어 있는 19조의 총칙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종교를 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개종
시키는 방법으로 전파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행동을 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만약 이런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개종했다면 6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면 처
벌을 받은 뒤에 네팔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

부탄
부탄 헌법 7조 4항에 의하면 ‘부탄 국민은 사고, 양심, 종교
의 자유가 있다. 어떤 사람도 강제나 회유로 개종을 당해서는
안 된다.’
2011년에는 입법부 이 조항의 형량을 개정했다. 새롭게 개정
된 463항에서는 ‘피고가 강제나 회유 등의 형태로 타인의 종교
나 믿음으로 개종하고자 했다면 이는 타인의 신앙을 강요했기
때문에 유죄이다.’ 2007년 종교단체법의 5항에서는 어떤 종교
단체도 어떤 댓가를 빌미로 하거나 회유해서 한 개인에게 다른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미얀마
친(Chin) 인권기구에서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종교개종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4항 어떤 사람도 새 종교로 개종하기 위해 어느 종교를 모욕하
거나, 비하하거나, 오용할 수 없다.
15항 어떤 사람도 부채, 회유, 위협, 부당한 영향력이나 압력으로
다른 사람의 종교를 바꿀 수 없다.

이 법률에서는 개종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역당국이 조
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개종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종을 원
하는 사람은 해당종교의 교리를 공부하는 특별한 학습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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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도 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반개종법이 없지만 신성모독을 방지하는 법이 있
어서 이슬람 이외에 다른 종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비슷
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결론

위에서 언급한 법률들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이런 법들이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지키려는 의도는 없으며 인도 헌법, 국
제법 및 인도가 서명한 조약에서 인정하는 종교적 자유의 보장
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종교적 이상주의가 동기가 되어 제정된 반개종법은 발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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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간부터 그 목적을 상실했다. 반면 이 법들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소수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종교적 신념의 자유로운
실천과 전파에 심각한 위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세력들
에게 제공했다.
나아가 이 법들은 개종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포교로 외부적
압력에 원하지 않게 굴복하여 종교를 수용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평가의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결국 모든 개종을 범법행위
로 의심하여 조사 및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남아시아 지역의 법률체계에 있는 비슷한 법조항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법
들이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의 대척점에 서있기 때
문이다. 반개종법이 손쓸 수 없이 확산되는 현상은 인도의 사례
와 같이 이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기독교인들의 안전과 보안
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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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리뷰

회심의 변질
저자: 알렌 크라이더

정민영 (성경번역선교회)

한국교회의 끝없는 추락을 하
릴없이 지켜보면서 요즘처럼 자
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부
끄럽고 선교사란 신분을 감추고
싶은 때는 일평생 없었지 않은
가 싶다. 친구들과 모이면 교계
에 대한 걱정을 뛰어넘어 한동
안 비판과 분노의 불꽃을 활활
태웠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문제의 일부임을 깨닫고 참담한
심정으로 잿더미가 되어 헤어졌
다. 직책상 다양한 모임들을 참
석하면서 유사한 고민을 안고
씨름하는 선후배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모두들 이 무저갱같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막다른
길에 봉착한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에 대한 해법이 무엇일지
피차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때에 현저하게 떠오르는 책이 바로 '회심의 변질'이다.
우리말 번역판이 2012년에 나왔지만 저자 알렌 크라이더가 이
책을 쓴 게 1999년이고 원서 출판이 2006년이니 세간에 소개된
지 어언 10년이 넘은 셈인데 한국교회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평자는 단순히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전통
적 관행을 뛰어넘어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왜
이 책에서 찾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지 변론하는 입장에서 짧
은 서평을 써보기로 한다.
좋은 책들이 많은데 굳이 왜 이 책인지는 제목이 스스로 말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추락은 단순히 양적 문제, 즉 교인의 수가 줄어
들고 교세가 기우는 데 있지 않고 질적 문제, 곧 '회심의 변질'에
있다고 믿는다. 소금과 빛으로 구별되어 세상을 섬겨야 할 교회
가 오히려 세상의 공해요인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면 필
경 교세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본질의 문제일 터이기 때문이
다. 구약성경이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하듯 2천년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거나 뒤트는 변질과 다시 진리의 말
씀에 기초한 개혁이 주기적으로 반복된 역사였는데 저자는 그 뿌
리에 회심의 변질이 있다고 본다. 얼마 전 우리의 당면문제를 논
의하는 한 모임에서 "한국교회가 개종에는 성공했는지 모르나 회
심에는 실패한 듯하다"고 진단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회심의 변질

평자는 최근 한 선교단체가 저자를 초청해서 진행한 세미나
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저자는 젊은 시절 하버드대학교에서 영
국 종교개혁사를 전공했다고 한다. 교회의 영성이 쇠퇴하여 영
적 쇄신이 요청될 때 교회역사 속에서 개혁자들을 만나고 그들
로부터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합당한 것이다. 개신교회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자는 단순히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우리는
루터를 개혁의 시조로 보는 단순한 공식에 익숙하지만 루터의
개혁운동이 개천에서 용나듯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소위 '종
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즉 루터를 위시해서 부처, 즈빙글리,
칼빈, 녹스, 틴데일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당대의 개혁자들보다
거의 4세기 전 십자군운동으로 암흑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남유
럽에서 시작된 페트루스 왈도와 추종자들(왈도파)의 개혁운동
을 기점으로 에카르트, 위클리프, 후스, 제롬, 사보나롤라 등 개
혁의 튼실한 기초를 쌓은 선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무시
하는 오류를 쉽게 범한다.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찾아 개혁운동의 뿌리를 파는 긴 과정
은 필연적으로 저자를 초대교회까지 거슬러가게 했고 이것이
저자를 초대교회 역사가로 알려지게 했다. 교회의 제 모습을 잃
었을 때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우리도 종종
외치지 않는가? 물론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겠지만
신약교회와 간극 없이 소위 '사도행전 29장'과 그 이후를 엿볼
수 있는 200년 남짓의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온고이지신'의 가
르침을 받는 것은 성경과 역사를 중시하는 기독교 학문의 전통
에도 부합하는 접근방식이다. 개혁과 쇄신의 열쇠가 초대교회
의 복음 이해, 특히 회심 이해에 있음을 외치는 이 책을 통해 한
국 교회는 그간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반
문해야 할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초대교회는 회심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책 전체가 이 문제
를 다루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저자는 성경
이 말하고 초대교회가 이해한 회심은 단순한 종교적 순응이나
의전의 시행이 아닌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변혁이며 구체적으
로 세 가지 면(3B), 즉 신념(Belief)과 행동(Behavior)과 소속(Belonging)의 근본적 변화가 참된 회심의 열매로 입증되어야 했다
고 본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신앙고백을 한다고 바
로 입교시키지 않았고, 그 고백의 진정성을 전인적 변화의 검증
을 통해 분별하느라 2-3년에서 심지어 5년이란 긴 기간 소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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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과정을 지도하고 관찰한 후 세례 및 입교 여부를 결정했
다고 한다. 자칫 '행위 구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구원의
자격이나 공로의 행위가 아니라 참된 회심의 열매로서 행위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거듭난 삶을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
치한다. 개인이나 집단에게 너무 쉽게 세례를 베푸는 현대 교회
의 관행이 지나치게 값싸게 여겨지는 것은 평자의 편견 때문일
까? 앞서 지적한대로 우리는 그간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진
정한 회심을 추구하기보다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개종에 집착
하는 오류를 범했는지 모른다.

• 기독교왕국 시대는 강력한 기득권 점유를 통해 기독교 흡인력
의 본질을 바꿨다. 역경과 핍박 중에도 상황을 초월한 자유와 평안
을 누리던 신앙공동체의 흡인력이 직업과 권력에 접근하는 세속적
특권층 매력으로 변질했다.

초대교회가 이해한 회심이 변질되기 시작한 변곡점은 언제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 저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으로
시작된 기독교 왕국(Christendom) 시대의 도래를 그 기점으로
본다. 이 책이 출판될 즈음 저명한 선교신학 계간지에 기고한 글
(Alan Kreider. Beyond Bosch: The Early Church and the Christendom Shift. IBMR, Vol. 29, No. 2, April 2005, pp. 59-68)에
서 저자는 2천년 교회역사를 여섯 패러다임으로 나눈 데이비드
보쉬의 주장을 비평하면서 사실상 기독교왕국 이전 (즉, 초대교
회) 패러다임과 기독교왕국 패러다임 두 가지밖에 없다고 주장
한다.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힘
과 손을 잡게 되면서 과거 주변부의 약자로 핍박을 감수하며 겸
허히 섬기던 역설적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중심부에
우뚝 선 강자로 세상을 호령하고 갑질하는 종교로 변질되었는
데, 로마제국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동일한 패러다임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서구열강의 식민주의
패러다임이나 미국형 제국주의 패러다임을 비롯해서 요즘 경제
발전을 앞세워 부쩍 입지가 높아진 한국형 패권주의 패러다임
도 유사한 변질의 유형이 아닐까 생각된다.

• 기독교왕국 시대는 기독교를 자발적 운동으로부터 강압적 제
도로 바꿨다. 사랑에 기반한 자발적 결신 또는 거부의 자유를 박탈
하고 힘에 기반한 강압적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종교로 변질했다.

저자가 말하는 기독교왕국 패러다임의 복음 뒤틀기는 회심의 변
질이란 뿌리에서 파생되는 필연적 귀결인데,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
제와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이어서 간단히 요약해서 소개해본다:

• 기독교왕국 시대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사람과 제도권
의 힘을 의존하게 만들었다. 성도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역설적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교회가 제도권의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갑질하는 집단으로 변질했다.

• 기독교왕국 시대는 이 세상을 편안하게 여기는 종교로 만들어
세상과 구별된(거룩한) 공헌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고 자족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서 성공과 풍요를 추구하는 세속적 맘몬종교로 탈바꿈했다.
• 기독교왕국 시대는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세우는 수수한 예
배를 불신자의 관심을 끌만한 화려한 건물에서 거행되는 거대집회
로 변경시켰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인간중심의 쇼비지니스로 전
락한 시점이었다.
• 기독교왕국 시대는 교회의 초점을 하나님나라의 확장(선교)에
서 현상유지로 바꿨다. 선교조차도 제도권 확장의 방편으로 전락시
키는 식민주의적 선교시대의 도래를 부추겼다.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심층적
으로 진단하고 성경적으로 건강한 처방을 내리는 데 '회심의 변
질'이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쓰디쓴 양약이 되리라 확신한다.

• 기독교왕국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사회의 주변부로부터
중심으로 옮겼다. 한동안 치열하게 지속된 ‘고지론' 논쟁에 중요한
안목을 시사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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