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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시대를 알고, 시대를 해석하고,
시대를 섬기는 용기
우리는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되었으면서도 네트워크로 연결되길 좋아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매우 상반되어 보이는 현상이다. 늘 같은 말을 했지만, 이 시
대의 변화의 속도는 걷잡을 수가 없이 빠르다. 변화의 속도에 놀라기보다는 변
화하는 시대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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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변화하는 시대를 대변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라는 단어의
의미는 큰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
월에 Todd M. Johnson 박사 초청세미나와 포럼은 큰 그림을 본다는 점에서 우리에
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서구중심의 교회에서 남반구 교회의 약진으로 인해 이제
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교회(Global Christianity)의 시대로 들어왔다. 이 관
찰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공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어떻
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변화하는 세계 교회의 흐름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통찰력을 배우게 되었다. 고민
은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다종교 환경 속에서 복음의 진정성을 들어내기 위한 대
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의 타문화 지수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함께 모인 방콕/설악포럼에서는세계교회(Global Christianity)시대를 섬기기 위한
대안 모색이 있었다. 선구선교의 유산으로부터 계승해야 할 것과 단절해야 할 것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발견되는 것 같다. 결국, 모델은 예
수님이시다. 성육신적 삶의 실천이 계승해야 할 유산이기도 하고 단절하고 새롭게
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크게 두 개의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데, 4차 산업시대
로 들어서는 사회적 변화와 이슬람과 공존해야 한다는 문화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우선 감지되었다. 이 문제를 다룬 정마태선교사의 글과 김동화선교사의 글이 실천
적 대안의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번역 글로 실린, 프라브 싱의 글에서 인도의 변화
를 요약하면서 제안한,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섬기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도전을 준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용기를 얻기 위한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단기선교 여행이 올여름에도 상당수 진행될 것이다. 단기선교
의 규모, 재정, 시간 투입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그것과 비교하면 전략적 고민
이 부족하다.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퍼
스펙티브스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선교 설문을 분석했다. 조영중선교사
가 KWMA의 사무총장으로 새로 임명되었다. 리더가 바꿨으니 한국선교의 미
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실었다.
한철호_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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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크리스처니티(Todd M. Johnson) 세미나

세계의 기독교, 종교, 선교
Navigating global Christianity, global religion, global missions
토드 존슨_고든콘웰신학대학원 세계기독교학과 부교수

이 글은 2017년 4월 10일 열린 ‘글로벌 크리스챠니티 세미나: 세계 기독

2. 세계 기독교의 변화

교, 종교, 선교의 현황’의 내용을 요약한 글이다. 강사인 타드 M. 존슨 박사
는 미국 고든콘웰신학대학원 세계기독교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창립한 랄프 윈터 박사의 사위이기도 하다.

I. 세계의 기독교
1. 세계 기독교 지도(Atlas of Global Christianity, Edinburgh
University, 2009)

랄프 윈터 박사는 1974년 로잔대회에서 미전도종족에 대한 개념
을 발표하면서 비그리스도인의 80%는 주변에 그리스도인 이웃이
없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하기 때문에 전방개척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서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은 1910년도에 23%였다가 1970년에는
7%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5%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10년에는 95%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1970
년에는 75%로 큰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78%로 소폭 상
승이 예상되는데 공산권이었던 러시아 및 동유럽에서 그리스도
인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미의 경우 2020년
에 이르면 자신의 종교가 없거나 특정종교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사람이 16%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3. 글로벌 사우스

1)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한 기독교의 중심축
세계 기독교 지도(Atlas of Global
Christianity, Edinburgh University,
2009)는 1910년부터 2010년까지 기
독교의 변화를 담았는데 예를 들어,
기독교의 중심축이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1)로 이동한 사실을 다
뤘고, 전 세계적인 문제들과 주요 종
교적 전통,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지도화 했다.
무엇보다 나라가 아닌 지역단위로 세분화해서 종교의 분포도
를 표시했는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경우 한 나라지만 북부지역
은 이슬람교, 남부지역은 기독교로 표기했다. 또한 개신교를 포함
해서 가톨릭, 독립교회와 같은 모든 기독교 전통을 포함했고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64명의 학자들의 글이 실려 있다.

923년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으니 약 1000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아시아인과 아프리
카인이 대다수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 비율은 923년 이후 글로
벌 노스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슬람교의
발현, 몽골과 티무르의 침략, 흑사병 등의 이유로 글로벌 사우스
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10%대로 급락했다가 1981년에 들어와
서야 50%로 회복됐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증
가하고 있음에도 기독교의 리더십은 여전히 유럽과 북미에서 잡
고 있다.

2) 지난 100년간의 변화 (1910~2010)
Percentage of all Christians in the Global South from AD 33-2100

책의 내용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와 도표가
부록 CD에 담겨있다.

1) 역주: 국제관계나 탈시민주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라는 표현은 제3세계,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아프
리카, 아시아, 남미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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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에 그리스도인의 80%이상이 유럽인과 아메리카인이었
고 2010년에는 40%이하가 됐다. 1910년에는 그리스도인의 66%
가 유럽에서 살고 있었는데 2010년에는 25.6%로 감소했다. 1910
년에 그리스도인의 2%만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지만 2010년에
는 22%가 됐다. 현재 그리스도인은 약 23억명으로 전세계 인구
의 1/3을 차지하며 3-40년 뒤에는 3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
로벌 노스는 감소추세이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증가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아프리카의 성장이 주목할 만하며 특히 사하라 사막의 남부
지역은 출산율과 회심율 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곳이다.
각 대륙의 세계 기독교인 비율

70%
60%
아프리카

50%
40%

겠다. 글로벌 사우스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기독교에 어떤 변화
가 있을까 기대가 된다.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나는 영어성경을 읽을 때 you를 2인칭
단수(너)로 이해하고 1인칭 단수(me, 나)로 받아들였다. 미국 역
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신학교에 와서 헬라어
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you가 2인칭 복수(너희)로 사용되는 경우
가 많았고 1인칭 복수(us, 우리)로 적용해야 함을 깨닫게 됐다. 이
처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할 때 서구문화가 가지고 있는 약
점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역사의 초반 1000년대까지 그리
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글로벌 사우스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반
이 넘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신학과 가르침들이 개인주의적인 성
향이 강한 글로벌 노스의 그리스도인에 의해 정리되고 가르쳐와
졌다는 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감당해
야 할 부분들이 많겠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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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문화속의 세계 기독교
문화의 다양성은 복음과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에서 태어나 13세 이후 독일에서 성장한 디자이너
류양은 독일과 중국의 문화차이를 ‘동이 서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에서 왼쪽은 독일문화이
고 오른쪽은 중국문화를 나타낸다.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또한 전 싱가포르 신학대학의 아시아기독교연구센터의 초대
대표인 화융 박사는 자신의 책 ‘망고 또는 바나나(Mangoes or Bananas. Orbis Books, 2015)’에서 아시아의 기독교가 앞으로 겉은
노랗지만 속은 하얀 다시 말하면 서구 선교사에게 훈련받은 아시
아 그리스도들이 외적으로는 아시아인이지만 내적으로는 서구
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바나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겉과 속이 모두 노란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세계관을 유지한 망
고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질문하고 있다. 만약 전 세계
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과 성찰을 소
유하고 개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중심축이 옮겨지는 의미는
크게 퇴색할 것이다.
치앙마이 신학교의 김대순 박사는 “아시아 교회가 직면한 최
대의 과제는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성육신의 원리를 심
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너무 이국적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독일인은 시간엄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국인은 융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그림1), 문제를 해결할 때 독일인은 단도직입
적으로 중국인은 우회적으로 해결하며(그림2), 인간관계에 있어
서 독일인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반면 중국인은 공동체적
인 경향이 매우 강하다(그림3,4). 글로벌 노스를 대표하는 독일과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중국의 인간관계를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문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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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기독교의 동향

Two major changes

첫째, 연합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전 세계 232개의 국가에 기
독교 교단이 약 40,000개에 이른다. 세계기독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교단들의 성도수는 많으면 수백만 명부터 적게는 100명
이하이다. 2025년에는 교단수가 더욱 불어나서 55,000개가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교회연합을 위한 움직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운동은 성공했지만 대부분은 실패로 귀결됐다. 아
쉽게도 교회연합을 위해 가장 노력했던 시기에 더많은 분열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새로운 방향으로 교회연합운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조직차원의 연합보다 지
역차원과 실천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되는 유
기적인 연합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내의 자원들이 더욱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글
로벌 사우스에 64%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나 자원은 전체의
32%만을 가지고 있다. 자원이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
니라 정보와 같은 무형의 자원도 포함이 된다. 분배의 추이는 각
지역마다 상이하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계적
으로 보면 스페인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영
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1. 중국의 민속종교와 이슬람교

넷째, 복음주의자들은 세계 도처에 있으며 복음주의라는 의미
도 폭넓게 이해되고 있다.
다섯째, 오순절 교회와 은사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II. 세계의 종교
본인이 브라이언 그림과 공저한 ‘수치로 본 세계의 종교(The
World’s Religion in Figure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igious Demography, Wiley-Blackwell, 2013)’는 전 세계를 대상
해서 연대기적으로 학제간 연구한 자료집이다. 이런 연구는 성
공회 선교사인 데이비드 배럿(David B. Barrett)에 의해 시작됐
다. 배럿은 1957년 케냐의 교단가입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해
서 그 연구 범위를 아프리카와 전세계로 확대하게 됐다. 이 과
정에서 1965년 케냐의 나이로비에 세계복음화연구센터(World
Evangelization Research Center)를 설립했고 현재 고든콘웰 신
학대학원의 세계기독교센터의 책임자이다. 다음은 1910년에서
2010년까지 100년간 있었던 주요변화들이다.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종교인구의 가장 큰 두 가지 변화
는 첫째로 중국의 민속종교가 22.3%에서 6.6%으로 급감한 사
실이다. 중국의 공산화로 중국인들의 상당수가 불가지론자, 무
신론자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있다. 둘째로 무슬림이
12.6%에서 22.4%로 급증한 것인데, 적극적인 포교와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는 같은 기간 34.8%에
서 33.2%로 소폭 감소한 기독교 비율과 대비를 이룬다.
2. 정령숭배

1910년의 아프리카 대부분과 아시아 일부지역은 정령숭배가
강했으나 100년이 지난 후 기독교나 이슬람교화 됐다. 전세계 인
구의 7.7%를 차지하던 정령숭배자들은 이제 3.8%로 감소했다.
3. 종교적 태도의 변화

1910년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으나 2010년이
되면서 89%이하가 됐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비종교인들이 가장
많았을 때는 1970년대였다. 이 당시 세계인구의 20%가 불가지
론이나 무신론자였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2010년은 1970년보다
더 종교적이 되었다. 현재 세계 인구의 10%가 불가지론이나 무
신론자이다. (세계 정치에 대한 종교의 영향에 관해서는 Monica
Duffy Toft, Daniel Philpott, Timothy Samuel Shaw가 공저한 God’s
Century: Resurgent Religion and Global Politics을 추천한다.)
4. 아프리카의 극적인 변화

아프리카에는 놀라운 기독교인의 증가가 있었다. 1910년에
는 1170만 명(9.4%)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2010년에는 4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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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만 명(48%)으로 증가했다. 지난 100년간 매년 3.82%의 비
율로 성장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성장률(2.14%)의 거의 두 배에
해당된다. 무슬림 인구도 1910년에 4000만 명(32%)에서 2010
년에는 4억 1800만 명(40.5%)으로 성장했다. 부족 종교인들도
지난 100년간 7200만에서 1억 700만 명으로 늘었지만, 인구비
율로는 1910년 58%에서 2010년 10%로 하락한 셈이다.
5.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한 아시아

아시아에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등 주요 종교가 발현됐다.
1910년에는 아시아 인구의 50% 이상이 민속종교나 불교인이었
다. 현재 이 종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2%로 감소했다. 무
슬림은 16.6%에서 26%, 그리스도인은 2.4%에서 8.5%로 늘었다.
6. 이주와 디아스포라

2억의 인구가 오늘도 이동 중이며 이들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
를 전파한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이동했던 것은 역사상 처음이
며 이렇게 환대받지 못하는 것도 처음이다. 2010년 그리스도인
과 무슬림은 세계 인구의 55.3%를 차지하는데 디아스포라만 놓
고 보면 72.8%나 된다. 이주민의 대부분들은 글로벌 사우스에
서 글로벌 노스로 이동하고 있으며 장차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간 대화와 상호이해가 개선될 가능성이 부각된다.
7. 기독교와 이슬람의 성장

1800년에는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세계 인구의 33%였다.
1970년이 되면서 이 비율이 48.8%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57%, 21세기 후반이 되면 6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이지리아처럼 두 종교가 우세한 지역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의 많은 국가들에게도 큰 의
미를 갖게 될 것이다. 종교인구의 증가는 출산, 개종, 이주와 같
은 요인들로 이뤄지는데 이슬람의 경우 높은 출산율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기독교는 출산율이 높은 아프
리카를 제외하고 회심을 통한 개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2)

두 기독교 인구가 다수인 곳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100만 명당 선
교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기독교 인구가 매우 적고 선교활동을
금지하거나 제약이 심한 곳들이다. 우리는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가 1911년에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가
가장 적은 곳으로 가라.” 다행히 지난 10년간 비그리스도인을 대
상으로 하는 사역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변화가 필요하다.
2.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들과의 접촉

최근의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의
86%는 개인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육신인데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 그리스도인의 전도
는 매우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알
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을
위한 선교를 선교사에게만 맡길 수 없다. 물론 선교사들이 최전
방에서 혁신적인 전략으로 사역하겠지만 모든 교회가 다른 신
앙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대하는 일에 동참할 필
요가 있다. 많은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들이 기독교 지역에
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잊어서는 안된다.
3. 도시와 빈민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 1910년에는 대부분
의 대도시는 기독교권에 있었으나 현재 대도시 상위 25개 안에
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비종교권의 사람들이 다수 살고 있다.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빈민가에 살고 있는 게 현실이며 빈민가
를 위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5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더 나아
가 자국 내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극소수만이 빈민가 사역을 한
다. (인간 역사 속의 도시의 역할에 관해서는 Ed Glaeser의 신간
Triumph of the City: How our Great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을 추천한다.)
4. 사회적 참여

III. 세계의 선교
1. 비그리스도인을 향한 복음전파 및 선교사의 재배치

그리스도인들의 전도활동 대부분(85%)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을 대상으로 하며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
재 선교사 파송의 대부분이 선교적으로 열매가 많은 아프리카, 아
시아, 남미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글로
벌 사우스 출신의 선교사들 중 많은 수가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의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인구 100만 명당 선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오세아니아와 카리브 지역인데 두 지역 모
2)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http://wwwgordonconwell.com/netcommunity/CSGCResources/ChristianityinitsGlobalContext.pdf
https://www.lausanne.org/content/lga/2013-06/highlights-of-christianity-in-its-global-context-1970-2020

세계의 기독교, 종교, 선교

그동안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참여에 대한 선언을 많이 발표
했지만 실제 현장이나 세계적인 전략과 잘 협력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IV.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 교회의 분열을 주목하라

현재의 선교전략은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
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교단이 분열되도록 오히
려 조장하고 있다. 교회는 연합이 되어야 한다.
2. 중복투자와 경쟁을 지양하라

많은 곳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과 인력의
심각한 중복투자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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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인가? 침례교인인가 아니면 그
리스도인인가? 팀 테넨트는 분열된 세계 기독교에 대한 한가지
대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
람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Frontier missions is difficult not simply neglected

Percent unevangelized

4. 다른 종교에 대해 공부하라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효과적인
전도와 접촉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Stephen Prothero의 ‘God is Not One’을 추천한다.
5. 다른 종교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쌓으라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다른 종교에 대한 신학적 기초가 없다
면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더
알고 싶다면 Gerald McDermott의 God’s Rivals: Why Has God
Allowed Different Religions?을 추천한다.)
6. 다른 종교의 종파와 전통에 대해 배우라

주요 종교의 세부 종파와 전통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 불교의
경우 대승불교, 소승불교, 라마불교 등에 대해 알면 각각 적합한
접근방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7. 소수 종교에 관심을 가지라

바하이교와 같은 소수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바하이
교의 경우 거의 모든 나라에 퍼져있으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들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Christianity Today, September 2015.

12. 무슬림과의 관계를 증진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가장 좋은 장소와 방법은 학교, 직장, 예술분
야에서 찾을 수 있다.
13. 글로벌 사우스 교회의 관점을 가지라

글로벌 사우스의 교회들은 특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증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은
이미 종교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우스 교회들은 서구의 전략이 아닌 자신들이 가진 전략으로
세계 복음화에 참여해야 한다.
14. 준비되고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라

8. 다른 종교의 공동체와 접촉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공동체와 이미 많은 교류
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
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현지인들은 선교사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게 될 때 이들이 적
절한 존재인지 금방 판단한다. 비자를 얻었다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살고 일하면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
15. 폭넒은 전략을 수립하라.

9. 존중의 태도를 가지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을 대할 때 존중의 태도가 필
요하다(이 주제에 대해서는 리처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을 추
천한다).
10. 손님접대를 하라

손님접대와 우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하라. 손님접
대는 하나님나라의 모습을 반영하며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
이 있다. 손님접대 속에는 본질적으로 언약과 성찬의 모습이 담
겨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
들에게도 잘 대할 줄 모른다.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와 공포
심 속에서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서구인들이 이슬람권에 단
기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여전히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이
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조사도 있다. 모든 교회는 전세계
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가져야 한다. 전략은 단순히 선교팀을 보내
는 것 이상으로 미전도 종족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11. 전방개척선교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그리스
도인이 전혀 없는 곳보다 100배는 수월하다.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들 속에서 교회가 배가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이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 이들 안에 그
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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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선교동향

제 3의 물결을 맞이하는 인도선교
<다양한 도전과 창의적인 반응>
프라부 싱(Prabhu Singh)_SAIACS 타문화 연구센터

인도의 국회의원이자 전 UN사무차장인 샤시 타루르는 “인도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도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
이다”고 했다. 이 말은 거대하고 구조적인 변화 가운데 있는 인도
를 이해할 때 겪게 되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세 차례의 물결

인도의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할 만큼 오래됐다. 인도
에 있었던 개신교 선교는 300년에 걸쳐 세 차례의 물결이 일어났
다. 제 1의 물결은 식민지 시기였던 1706년에서 1946년까지로 외
국인에 의한 선교시대였고, 제 2의 물결은 인도가 독립한 뒤인
1946년부터 1990년까지 인도인에 의한 선교시대이며, 제 3의 물
결은 세계화로 인도의 경제가 개방된 1991년 이후 일어나고 있는
토착적인 선교시대이다.

제 1의 물결

1706년 바르톨로뮤 지간발크가 개신교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물결이 시작됐
다. 그 후 250년 동안의 식민지 시대에 유럽과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제 1의 물결은 20
세기 초반에 썰물처럼 빠지기 시작했고 중반에 이르면서 힘을
잃었다. 이 시기의 선교가 서구에서 전 세계로 일방적으로 이뤄
졌다고 보는 관점이 한때 우세했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인
도인들도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중요하고 촉매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의 물결

1947년에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한 뒤 외국 선교사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이 인도 내에 급증했고, 이 여파로 1950년대와 1960
년대에 외국 선교사들의 단계적인 철수가 이뤄졌다. 마오쩌둥
이 중국을 장악한 뒤 급변했던 중국 기독교처럼 외국 선교사들
의 철수가 인도 기독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
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인도 선교운동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
다. 1960년대에 남부와 북동부에서 시작된 선교운동은 특히 북
부와 중부에 산재해 있는 원주민 중 미전도종족을 복음화 하는
운동으로 확대됐다. 이 두 번째 물결도 1990년대에 격변기를 거
치면서 점차 사그라졌다.
제 2의 물결은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선교가 주로 민족과 지역단
위로 제한되면서 도시지역의 선교가 소외됐다. 둘째, 열매의 숫
자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초신자들을 위한 제자훈련과 지속적
인 신앙생활을 위한 양육을 간과했다. 셋째, 인도 남부 타밀과
케랄라 지역의 문화와 예배 형식을 북부지역의 민족들에게 상
황화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를 보였다.

제 3의 물결

세 번째 물결은 인도정부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경제자유
화를 단행한 1990년대에 시작됐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힌두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기독교 공동체를 특정한 핍박이 기승을
부리게 됐다. 그러나 기독교는 북부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새로
운 방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제 3의 물결이 갖는 주요 특
징과 선교적 도전을 5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세계와 지역의 복잡한 연결성
인도는 1991년 경제를 자유화하면서 복잡한 글로컬 연결성의
새 시대에 진입했다. (글로컬이란 세계를 의미하는 글로벌과 지
역을 의미하는 로컬의 합성어이다.) 현재 세계화의 추세와 영향
은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소비, 신흥 중산층의 등장, 걷잡을 수 없
는 물질주의와 소비지상주의, 대규모 도시화와 이주, 세계와 지
역 간에 형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 등 다
양한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25세 이
하인데 이 세대는 구글 세대 또는 트위터 십대라고 불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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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면서 세계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계층이다.

2. 고조된 문화적 민감성
인도는 고대 문명으로부터 문화의 다양성과 종교적 다원성이
라는 풍족한 유산을 이어받았다. 인도정부가 추진한 ‘인도의 민
족’이라는 인류학적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만 4,693개의 민족 공
동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족을 통해 인도는 언어적, 생태계
적,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갖게 됐다.
어떤 학자들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다양성이 사라지
고 서구화되어 획일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
의 경우 세계화와 경제 자유화는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
켜 사회의 세분화와 부족화를 강화시켰고, 지난 20년간 수많은 카
스트 단체, 지역 정당, 종교운동의 증가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제 3의 물결 시기에 종교적 근본주의와 테러리즘이 증가하고 있
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고조되는 문화적 민감성을 들 수 있다.

3. 주목할 만한 복음의 수용성
성령의 바람이 새로운 모습들로 인도전역에 불고 있다. 그리
스도를 향한 운동(Christward movement)이 민족이나 카스트 최
하계층인 달리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복음에 저항적이었
던 타종교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SAIACS(South
Asia Institute for Advanced Christian Studies)에서 그리스도를 향
한 운동의 탐사연구를 통해 북인도 지역에서 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세계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3
세계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연구 프로젝트 중의 하나
이다. 새로운 운동들은 인도의 전통적인 선교모델에 도전이 됐
고 새로운 방식을 찾도록 자극을 줬다.
4. 위험수위에 다다른 종교적 적대감
인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였으나
2014년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업고 정권을 잡은 힌두 민족주
의 정당의 등장과 함께 종교적으로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힌두
민족주의는 종교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인도다움(indianness)’을
재천명하면서 인도를 힌두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
데 이런 시도는 100여년 이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구자라트주
와 오리사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
는 조직적인 혐오와 폭력범죄가 제 3의 물결 시기에 벌어졌다.
5.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자유화 이후 인도는 더 부유해졌지만 빈부의 차이는 더욱 커졌
다.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경제 자유화와 세계화로 인도의
GDP가 성장했으나 대부분의 이익은 경제적 하층민에게 돌아가
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또 억만장자의 숫자는 놀랍도록 증가했으
나 지난 15년간 25만여 명의 농부들이 가난에 몰려 스스로 목숨
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인류역사상 짧은 시간에 가장 많
은 사람이 자살한 통계라고 추정된다. 빈부의 차는 언제나 존재
해 왔지만 제 3의 물결 시기에 그 간격이 주목할 정도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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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물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몇 년 전 타밀나두주의 마두라이에서 기독교 전도집회가 있
었다. 집회광고를 위해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길가에 ‘예수님이
진정한 해답입니다’라고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 다음날 통찰
력 있는 힌두교들인이 그 현수막 아래쪽에 ‘질문이 무엇인지 아
십니까?’라고 썼다고 한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은 하면서 정작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벌이는 선교적
노력은 미미한 효과로 남을 것이다
제 3의 물결이 일어나는 이 때에 인도안팎의 그리스도인, 타
문화사역자, 선교지도자들은 급격히 변화된 인도의 상황을 깨
닫고 인도선교가 이전 시대와는 달라졌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
다. 무비판적인 사고나 구시대의 방법론를 고집하는 것은 그리
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대를 이해하고 분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가르친다. 우리는 ‘시세를 이해하고(대상 12:3, 2)’, ‘시
대를 해석하며(눅 12:56)’, ‘이 때를 섬겨야(에 4:14)’ 할 것이다.
제 3의 물결 속에서 기독교 선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
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1. 창의성
최근의 인도선교는 민족과 지방중심의 선교에서 도시로 확장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와 전문직업인이 많
은 도시 상황에 맞춰 사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예
술, 스포츠, 사업, 미디어와 신기술이 선교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모색되어야 한다. 인도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갈보
리템플은 10만 명이상의 성도를 보유한 인도에서 가장 큰 교회이
며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일 것이다. 새신자가
많이 등록을 하면서 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커져갔을 때 교회
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난관을 돌파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스
마트카드를 제공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교회출입구에 있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어 출석을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교회지도자
들은 출석 기록을 분석해서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파
악하고 사정에 맞게 적절한 목양활동을 하고 있다.
2. 상황화
시크교출신으로 인도의 저명한 복음전도자인 선다 싱은 상황
화에 대해 “인도라는 컵에 생명수를 붇는 것이다”고 명료하게 설
명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인도에는 생명수를 필요로 하는 적어
도 4,693개의 컵들이 있다. 신앙을 상황화 하려는 산발적인 시도
들이 있었지만 선교를 위한 문화적 적절성과 민감성은 힌두 민족
주의의 증가와 기독교의 새신자가 감소하고 있는 제 3의 물결 시
대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최신 연구에 의하면 인도교회에 새
신자가 감소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문화적 적합성이 떨어진는
점이다. 새로운 시대에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민족에게
복음을 상황화 하려는 선교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의 열린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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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선교적 문화인류학자인 필자는 감동을 느낀다. 오랫동안 펀
잡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남부의 한 선교단체를 예로 들고자
한다. 이 단체는 예전에 시크교인이 예수님을 믿고자하면 시크교
의 상징인 긴 머리와 턱수염을 자를 것을 장려했었다. 그러나 필
자가 최근 방문했을 때 이 단체에서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터번을 그대로 쓰고 있는 모습을 봤다. 타 민족의 문화를 존중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단체가 사역하는 지역의 교회가 기하급
수적인 성장을 하게 된 이유들 중 하나는 상황화 때문이다. 펀잡
주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남부 인도인같이 되지 않고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급격히 변화된 인도의 상황을 깨닫고 인도선교가 이전 시대
와는 달라졌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인도선교의 시대에 끊임없이 질문하
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제 3의 물결 시대 속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상황
화해서 담대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
시옵소서!
이 글은 로잔운동에서 발간하는 로잔세계분석 2017년 3월호에
실린 글이다. 저자인 프라부 싱은 미국 애즈버리 신학대학원에서 타
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도중부 벵갈로에 위치한 SAIACS
의 타문화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선교학 학과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북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운동에 대한 주요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3. 용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들은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한다. 진
정한 기독교의 선교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앞
날을 기대하며 희생으로 섬겨야 한다. 남미 학자인 르네 파딜라
는 ‘오늘의 교회에게 필요한 선교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를
단순히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질문하고 도
전해야 하는 존재’라고 지적한바 있다. 설령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현실에 민감하더라도 세상의 관점과 가치들을 무비판적

제 3의 물결을 맞이하는 인도선교 <다양한 도전과 창의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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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중_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최근 한국선교가 직면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든다
면, ‘변화와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지역화, 도시
화, 이주민의 증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세계적인 변화는 선교환
경조차 변모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다시 선교사의 사역에도 중대
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부적인 요구 외에 내부적
으로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요구되었다. 먼저 선교신학에 대해서
는 선교의 동인 변화, 종교다원화, 내부자운동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또한 선교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비서구권선교
운동, 개교회의 선교단체화, 장기에서 중/단기 중심의 선교운동,
파트너쉽에 대한 강조와 같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리고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던 전방개척선교뿐만 아니
라, 통합적/유기적 선교, 교회개척 배가운동, 비서구권 선교운동
과 같은 주요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익숙하지 않는 변화가 반가운 것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급변하
는 내/외부의 상황은 위기일 뿐 아니라, 양적 팽창주의적 접근에
서 질적 성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
한된 지면을 통해 한국선교의 당면 과제와 비전을 논하기에는 무
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선교의 역량을 어떻게 응
집시키고 펼쳐나갈지에 대해 그 동안 KWMA가 긴 안목으로 진
행하고 있는 Target 2030의 6개 분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나
누고자 한다.

1. 선교지원 분야

그 동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세부
적으로 전문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
은 선교사 멤버 케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안식년과 본국 방문
선교사들의 쉼터를 운영하여 선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에 반영하자. 이를 위해서는 안식년, 본국 방문 선교사들을 위
한 거처 마련과 돌봄을 위한 광범위한 자원에 대한 개발이 선행
되어야 한다. 빠른 시기 내에 단기 귀국 선교사를 위한 숙소의
필요와 공급을 연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다수의 단기 귀국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하여 있는 동안 거처에 대한 불편함이 해
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식년 선교사를 위해 건강 검진과 치
료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런 선교사 케어는 선교사들을 위할 뿐
만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선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중
요한 통로가 되어 한국 선교 전체를 진일보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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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원 분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선교사의 파송이 정체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와 함께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구
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심각한 동원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 교회를 총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선교적교회운동’
과 함께 중단기 선교 헌신자 발굴을 위한 헌신프로그램 등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대학 일 년을 선교지에서 보내기’ 등과 같은 제안
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그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
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를 중심
으로 두세 명 단위의 동원팀을 만들어 전국 중소 교회의 선교헌
신예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속
한 선교단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만을 보여
주고 들려준다면,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자기의 과업으로 이해하
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10개의 동원팀이 한 달에 한 번
씩만 각 지방의 중소교회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일 년이면 120개
의 교회를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몇몇 대형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더 큰 걸음으로 달
려갈 수 있을 것이다.
3. 행정 분야

한국 선교 각 영역 중에 가장 열악한 영역이 아닐까? 한국 선교
는 선교사의 파송에만 집중했지, 그 후에 지속적인 돌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다. 그래서 선교자원이 질
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각 선교사와 단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행정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합 선교행정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를 것이다. 이
런 프로그램 개발은 한두 단체가 감당할 수 없고, 열정만으로 모
든 것을 감수하며 일하는 영세한 선교단체가 시도하기 어려운 일
이므로, KWMA가 중심이 되어 감당해야 한다.
4. 이론 분야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지만, 현장감의 거리감은 여
전하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기여하는 리서치 기능을 보강하고
자 한다. 특히 이런 리서치 결과를 한국 선교사들끼리도 공유해
야 하겠지만, 세계 선교계와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
해서는 한국선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어 홈페이지와 영
문 뉴스레터가 필요하다. 이제는 한국 선교가 한국인만의 선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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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세계선교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선교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각 선교신
학회를 중심으로 한 포럼뿐만 아니라, 올해로 3회를 맞는 「한국
선교KMQ포럼」과 같은 크고 작은 포럼이 한국 선교계에 활발
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선임선교사들의 자
서전 출판을 도와 선교현장의 경험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다.
5. 훈련 분야

아직도 훈련 없이 현장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적지 않게 있다.
또한 큰 선교단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체계적 훈련이 제대로 진
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신입 선교사를 위한 훈련도 그렇거니
와 선교사를 위한 계속교육도 체계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하여 신입 선교사를 위한 훈련과 기존 선교사의 계
속교육을 위해 연합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
면 아무리 영세한 단체라 할지라도 선교사 교육을 위해서는 부족
함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들과 현지 선교사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먼저 현장에서 만
나야 선교전략이 현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선교사들이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협력이 장기
적으로 구조화가 이루어지면 그 만큼 선교사는 안정된 사역을 감
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짧은 지면으로 KWMA의 비전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KWMA가 직면한 한국선교의 산재한
과업들을 한국 교회 전체와 함께 풀어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앞으로 한국 선교는 하나님나라 중심의 선
교로 계획되고 실행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한국 선교가 우리들만
의 선교가 아닌, 세계선교와 함께 하는 선교가 되길 바란다. 그리
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가 함께 하
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선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이
렇게 협력하는 선교사 모델이 전 세계에서, 특히 비서권에서 선교
모델로 제시될 그 날이 속히 가시화될 것을 기대한다.
한국 교회와 선교계의 KWMA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
KWMA를 지켜보는 모든 선교사와 단체와 교회들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공동의 과업인 하나님나라의 선교를 감당하자.

6. 전략 분야

현재 한국선교 전체를 담은 통합 전략이 부재하다.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의 활성화 국내, 국외의 다양한 파트너십 개발과 팀 사역
모델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교회 지도자

구매문의: 미션파트너스(02-889-6400 / info@missionpartn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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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설악포럼1

탈육화(脫肉化)와 선교
김동화_GMF 대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가는 오늘날의 IT기술은 대단히 중요한
선교적 함의를 갖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동체’와 ‘함께함
(engagement)’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라기보다
는 한 가지 문제의 두 가지 양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선교와 교
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지체
들의 유기적인 연합으로서의 ‘몸’으로 표현되었다.1) 교회는 약육
강식의 잔혹한 로마 사회에서 대안적 공동체로 엄청난 충격을 주
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성에 매료되어 회심하였다.2) 그
리고 삶을 함께함의 표현인 함께 먹는 것은 이 공동체를 하나 되
게 하는 중요한 방식이었다.3) 토론이나 대화보다도 인간이 가장
기본적이고 육체적인 욕구인 먹는 것을 통해 교감이 이루어졌다
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먹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과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먹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이 몸과 몸으로 서로 만나는 일이며 연약하고 서
로를 필요로 하는 자로 삶을 함께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공동체성과 함께함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세속 학자들도 큰 우
려를 표하고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최근에 어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동체의 붕괴와 인간이 몸을 통해 교감하
고 살아가던 것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4)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했
다. 마을,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중이다. 소외와 외로움은 여기서 발생한다.
인간은 지난 100년간 자신의 감각을 잃었다. 숲에서 버섯 따 먹던 시절

어한다. 그리고 허리가 쑤시면 비가 올 것 같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가
이루어지고 날씨도 알 수 있다.
리차드 세네트는 이러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
는 것이 공항 라운지라고 하였다. 공항 라운지는 어느 나라에서
나 비슷하다. 공항 라운지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
계(engage)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공항 라운지에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 거기서는 큰 소
리로 얘기하지 않는다. 일행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은 거
의 없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대한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는 모니터를 보면 된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모두들 스마트
폰이나 타블렛을 통해 그 곳을 벗어난다.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
음과 생각은 그곳에 있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해 먼 곳에 가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니터 상에서 만나고 대화한다. 육신으
로 만나고 부딪히고 어울리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을 탈육화(脫肉化, excarnate) 현상이라고 부른다. 오
늘날의 세계는 인간의 경험을 탈육화하고 사람들을 마치 물건
이나 아아디어 정도로 대한다. SNS나 블로그 상에서 자신과 의
견이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과 텔레비전에 방
영되는 비정하고 냉혹한 이념적 토론이 그러한 양상을 잘 보여
주는 것들이다.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다. 포르노와 인터넷 도박, 좀비와 뱀파이어 영화 등에서 그러
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한 가상의
공간에서 어디에든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어디에도 속
해 있지 않은 영적, 정서적인 단절을 경험한다.

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당시의 인간은 호랑이가 나를 습격하지 않을
까 예민했고, 버섯에 독은 없을까 민감했다. 시각·청각·후각·촉각·미
각…. 지금 남편은 아내가 보낸 이메일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며 대형 마트
에서 쇼핑한다. 우리는 몸에 대한 통제력과 감각을 잃었다”

오늘날의 세계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자동화와 상시 연결의
길을 가고 있다. 공장은 자동화되고 상거래도 대부분 온라인 상
에서 이루어진다. 사물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었고 사람 대신 로
봇이 사람을 돌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시장에서 흥정을 하
는 일도 없어져 가고 더 나아가 물건을 사기위해 집 밖을 나갈
필요도 없어져 가고 있다. 은행에서는 고객이 찾아오는 것을 싫
1) 롬12:5, 고전12:12-27, 엡5:30, 골1:24, 3:15.
2) 행2:42-47, 4:32-35, 5:12-14, 회심의 변질(알렌 크라이더) p.63
3) 마11:19, 행2:42-37
4)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7&M=03&D
=22&ID=2017032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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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앞서 있었던 선진국에
서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과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에서도 급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인도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한꺼번에 몇 단계를 뛰
어넘는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지에서도 전통적인
공동체가 와해되고 탈육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사람들은 여행객처럼 점점 더 일정한 장소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간다. 이
동성과 한시성이 그러한 삶의 특징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
는 사람들은 어떤 한 세계관에 헌신하거나 충성하려 하지 않는
다. 몸은 공항 라운지에 있지만 마음은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거
나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CNN 뉴스를
보면서 다른 곳에 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유
리(disembodied)되어 자유롭게 배회하고 떠돌아다니는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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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간다. 이동성과 한시성은 영적인 노숙 상태를 자져온다.5)
많은 경우 인터넷 속의 세상으로의 몰입은 고통스런 삶의 현
실을 잊게 하는 스크린 중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터넷 과잉
은 노력으로 해결되기가 어렵다. 결핍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
지만 과잉은 본능과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 해체와 탈육화 현상은 선교를 하려는 사람과
선교지의 사람들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한 몸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과 같이 몸에 대한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되어가고 있다. 몸으로 드리
는 성례와 예배 그리고 다양한 실천의 형태에서 괴리되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머리에만 머무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6)
이 모든 것들은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합리주의와 기능주의가
가져온 현상이다.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
다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인간이 미신에서 벗어나 합
리적인 사고를 극대화 하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
으리라 생각했다. 머지않아 종교는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 이러
한 현상은 20세기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스탈린, 모택동, 캄
보디아의 킬링필드 등으로 주춤하는 것 같았다. 세상이 발전하려
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말살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그러한 합리
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일을 태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합리적 사고와 능률 추구가 얼마
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모더
니티라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 근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영성을
추구하고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한 포스트모던이라는 새로운 사
조가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모더니티는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의 산물인 1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 사회
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잉여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
었고 이에 따라 자율적 개인이 등장하면서 각자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하는 개인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기술의 발달은 전
문화와 분방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인간의 삶은 인격
적 관계가 사라지고 파편화되어 갔다. 이는 곧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파죽지세의 모더니티 세계관은 세계화
를 통해 무한경쟁을 불러왔다. 어떤 상품이든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그리고 가장 빨리 만들어야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세계화
가 가져온 무한경쟁은 개인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
럼 관계 보다는 효율과 능률을 중요시하는 합리주의적, 기능주
의적 가치관은 상호 돌보는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함이 없는 삶
을 가속화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 더욱 확산되어가
고 있다. 혼밥족이 등장하고 우울증이 만연하며 고독사가 빈번
히 일어나는 상황이 그 결과이다.

5) 성육신적 교회(마이클 프로스트) p.20
6) 성육신적 교회 p.20

탈육화(脫肉化)와 선교

이러한 상황은 세상을 기능적, 기계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교회의
사명/선교(mission)도 탈육적인 접근을 하게 만들고 있다.7) 우
리가 살고 있는 삶의 구질구질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멀찍이 거리를 두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 선교 여행
이 그렇고 전도에 있어서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낯선 사람들을
향한 사역 형태(치고 빠지기)를 선호하는 것에서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한 두 번의 클릭을 하
는 것으로 선교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것(click activism)과 휴
가 기간에 잠간 단기 사역에 참여하는 것(vacationaries라는 신조
어가 있다), 여행 중에 잠간 자원봉사를 하는 것(voluntourists라
는 신조어가 있다)으로 선교를 대체하려는 경향이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8)
이러한 비참여(함께함이 없는 것, disengagement)와 탈육화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보다 철저한 육화된(embodied)
신앙으로 복음을 성육신적 삶의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엄
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부터의 구별됨(called out)과 세상 속으
로 들어가 함께함(sent into)의 부르심을 동시에 받고 있다. 구별됨
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명해 준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런데 이 구별됨은 함께함을 위한 것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우리가 구별된 자로 세상에
서 죄로 인해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을 성
육신적으로 증거 하는 길이다. 두 아들의 비유(눅15)에 나오는 아
버지처럼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과도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과도 기꺼이 함께하는(engage)하는 것이 선교
적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삶은 이 아
버지처럼 아들에게 뛰어가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문화에서 자
신에게 쏟아질 비웃음을 감내하고 둘째 아들에게로 나아가며, 잔
치에 초청받은 사람으로 부터 거절당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치욕
으로 간주되던 문화 속에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첫째 아들
에게도 그 치욕을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선교적 삶의 모습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을 향해 옷을 찢음으로 자신도 살과 피를 가진 인간임을 보여 주
면서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동일시(행14:1415)하며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고전2:3)” 성육신적 자
세(취약함을 들어냄, vulnerability를 갖는 것)를 잃지 않으려 하
였다. 이것이 21세기도 필요한 복음 증거의 자세이다.

7) 성육신적 교회 p.21
8) 성육신적 교회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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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설악포럼2

변화하는 무슬림 세계, 변화하는 무슬림 선교
정마태_인터서브

서론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 못지 않게 무슬림 세계가 변화하고 있
다. 본 글에서는 오늘날 무슬림의 다섯 가지 동향을 살펴 보고, 지
난 100년간 무슬림 선교 방식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무슬림 선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볼
것이다. 필자는 “오늘날 이슬람 세계는 ‘이슬람내의 다원주의’와 ‘
다원주의 내의 이슬람’이 가장 큰 이슈이다”1) 라고 말한 다니엘 브
라운의 말에 동의한다. 오늘날 무슬림들도 21세기의 외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무슬림 세계 내에 보수와 진보가 매우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
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한 설명이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를 포함한
표현이다. 오늘날 살펴 보고자 하는 무슬림의 다섯 가지 동향2)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 주의자들의 재출현, 성장하는 자유주의 운
동, 이슬람으로부터의 이탈, 이슬람의 증가와 확장, 대화를 위한
더 큰 개방성에 관한 논의 등이다.

1. 이슬람 주의자들의 재출현

이슬람주의자(Islamicist)로 알려진 이들이 다시 일어 나면서 이
슬람포비아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과격/급진 보수 이슬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ISIS, 탈레반, 무슬림 형제단, 하지불라, 보코
하람(의미: 서구 교육 반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등의 과격 단체
들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계속하여 폭력적으로 저항할 것이
며, 급진/폭력 이슬람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그들
의 꾸란 해석과 정치 이념 때문이다. 무슬림 공동체의 율법학자
인 울레마(공인된 율법학자 구룹)의 꾸란 해석도 따르지 않으며
서구(정치적) 제국주의나 서구 교육 제도,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
한다. 이런 급진적인 무리들은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 청교도 무슬
림들이자 근본주의자들인 카르자이트(Kharijites)가 일어났고, 시
대별로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러한 무슬림들이 오늘에 이르
기까지 존재해 왔다. 특별히 20세기에 이르러 과격한 이슬람 지
도자들이 이러한 사상을 부추키는 초석을 놓은 것도 사실이다.

1) Daniel Brown, A New Introduction to Islam, (Oxford, Wiley-Blackwell, 2009),
p. 298
2) From Seed To Fruit (Dudley Woodberry편집, 2010 개정판)의 7장 짐 헤니 (Jim
Haney)가 사용한 틀을 기본적으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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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러한 운동에 영향을 받아 14세기 이븐 따이미야(ibn
Taymiyyah 1328에 사망)의 지하드 운동과 18세기 사우디 아라비아
의 무함마드 와합 (Muhammad ibn 'Abd al-Wahhab 1703~1792)을 통
해 일어난 와하비 운동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에 영향을 받은 파키
스탄의 몰라나 마우두디(Maulana Maududi, 1903~1979)는 파키스
탄이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파키스탄을 이슬람 국가로
세우는데 주력하면서 파키스탄의 이슬람을 사상적, 정치적으로 정
립했다. ‘파키스탄 이슬람은 정치와 완전히 무관해야 하며, 무슬림
메신저는 정치력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설득을 통해 일해야 한다’
는 무함마드 일리아스(Tablighi Jama’at 의 칭립자)의 주장보다는 마
우두디(Maududi)의 정치적 목소리가 승리한 것이다. 마우두디는
정치를 통한 이슬람화를 주장했다. 무함마드가 메카 시대의 단순
한 설교자에서 메디나 시기의 정치가로 변한 것처럼 파키스탄도 그
렇게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한 것이다.
몰라나 마우두디는 급기야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의 리더였
던 싸이드 꾸떱(Sayd Qutb, 1903~1966)에게 영향을 주어 급진적
이슬람이 이집트에 나타나는 것을 초래했다. 그리고 싸이드 꾸떱
은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 1957~2011)에게 영향을 주
게 되었다. 물론 몰라나 마우두디는 정치적 이슬람을 주창했지만
무력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사상은 무력
사용을 정당화 하는 문을 열어 주게 된 것이다.

2. 성장하는 자유주의 운동

무슬림 안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인권 운동,
서구 민주주의, 종교 자유를 지지한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이슬람 내부의 큰 변화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11.1.4

자스민 혁명-아랍의 봄 시작-부아지지(Mohammad
Bouazizi)의 분신 자살

2011.1.14

튀니지 독재자 벤 알리 도주

2011.2.11

이집트 장기독재자 무바락 대통령 퇴진(30년 통치 후)

2011.5.2

오사마 빈 라덴 살해

2011.10.20

리비아의 까다피 살해

2011~2012

중동, 북아프리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시민 혁명 발발

2013.3

시리아 난민 발생 시작

2013.7.3

이집트 대통령 무루시 Mursi 집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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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급진적 와하비 운동이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슬람 정부
에 대해 저항한다. 예를 들면, 무슬림 형제단이 민주 선거에 승리
(2012.6.20-2013.7.3.)했으나 이집트 대다수 국민들은 무슬림 형제
단의 집권 1년 후에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무슬림 형제단을 등에 엎
고 대통령이 된 무르시는 2013년 7월3일 민중 항거에 의해 쫓겨나
서 지금은 감옥에 있다. 우리는 ‘왜? 2013년 7월3일에 Morsi대통령
이 체포되고 무슬림 형제단은 물러나야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
아야 한다. 파키스탄에서도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탈레반 운동을 정
면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보수/정통 이슬람에 대
한 반대 때문이기 보다는 잘 먹고 살기 위한 갈망(가난과 직장 문제)
이 주된 이슈이다. 인간으로서 대접 받고자 하는 갈망이 표출되고
있고(인권과 정의 이슈), 종교(이슬람)의 이름으로 테러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한다. 또한 126명의 세계의 주요한 무슬림 학자들과
리더들이 ISIS의 자칭 리더인 ‘아부 바크르 바그다니’를 왜 반대하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부 바크르 바그다니가2014년 7월4일 ‘
내가 말하고 행한 것이 진실이라면 도와주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
면 바르게 조언해 달라’는 설교를 했다.
이에 대해 126명의 무슬림 지도자들은(순니Sunni 이슬람의 네
분파인 말라키, 한발리, 하나피, 샤피 분파를 총 망라한 지도자들
과 학자들, 쉬아는 제외 하고) 2014년 9월 19일에 24개 항목을 제
시하여 그가 잘못되었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 24개의 항목
중 첫 10가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이슬람에서는 필요한 학문의 필요 요건 없이 이슬람 판결(Fatwa. 파트
와)을 제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 판결(파트와)조차도 고전 텍
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이슬람교의 법적인 이론을 따라야만 한다. 그리
고 꾸란으로부터 구절을 인용하거나 그 구절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즉, 꾸란과 하디스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결정
을 내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는 파
트와를 하기 위하여 엄격한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
다. 또한 꾸란과 하디스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법적 논쟁
을 위해 ‘자기 마음에 드는’ 꾸란 구절을 선택할 수 없다.
2) 이슬람에서는 무엇이든지 아랍어에 정통하지 않은 채 법적인 판결을 내
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3) 이슬람에서는 이미 확립된 이슬람교의 과학 체계를 무시하고 샤리아(이
슬람 율법)의 내용을 지나치게 간소화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모든 무슬림들이 알아야만 하는 종교의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 [학자
들이] 어떤 사안을 다르게 보는 것은 이슬람에서는 허용된다.
5) 이슬람에서는 법적 판결을 할 때 현 시대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6) 이슬람에서는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7) 이슬람에서는 특사들이나, 대사들, 외교관들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저널리스트들이나 구호단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
고 있다.
8) 이슬람의 지하드는 방어적인 전쟁이다. 이것은 올바른 이유, 올바른 목
적, 올바른 수행규칙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9) 이슬람에서는 그 자신이 불신앙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비무슬
림’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0) 이슬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경전의 백성(전통적으로 유대인과 크리
스천들을 의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잘못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변화하는 무슬림 세계, 변화하는 무슬림 선교

3. (정통) 이슬람으로부터의 이탈

오늘날 전례없이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증오하여 이슬람을
떠나고 있으며 세속적인 무슬림들이 늘어 나고 있다. 심지어 무신
론자가 되는 무슬림도 늘고 있다. 종교에 질린 것이다. 특히 젊은 무
슬림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시리아 난민 사태를 통해 수 천명의 무슬림 난민들이 예수 그리
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다. 데이빗 게리슨(David Garrison)이 역사적
으로는 무함마드때 부터 21세기까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사하라
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기 까지 방대한 리서치를 했다. 그 결과를 ‘
이슬람 집에 부는 바람(A Wind in the House of Islam)’이라는 책으로
기록했는데, 최근 20년간 전 무슬림 세계에서 약 7백만명의 무슬림
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 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기록
했다.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통치, 1977년 파키스탄의 ‘지아 알
하크(Zia al-Haq)’ 대통령의 통치로 인해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으
로부터 환멸을 느끼며 등을 돌리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016년
3월 2~3일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거룩에 대한 무슬림과 크리스천의
이해’라는 주제로 로욜라 심포지움(Loyola Symposium)이 열렸다. 이
심포지움에서 파키스탄의 대부분의 이슬람이 매우 민중적 이슬람
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겉으로는 정치적 이슬람처럼 보이
나, 내부적으로는 영적, 육체적, 경제적, 주술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민중 이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학술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는 인도반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와 같이 정통 이슬람에서
이탈한 민중 이슬람이 극성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4. 이슬람의 증가와 확장

아프가니스탄에서 탄생한 자말알딘 알 아프가니(Sayyid Jamāl
al-Dīn al-Afghānī, 1839~1897)는 19세기에 범 이슬람 주의를 표방
했다. 그는 서구 세력에 위협을 느끼며 외관은 서구식으로 하되
내용은 이슬람식으로 하는 이슬람식 근대주의를 주장했다. 이집
트의 무함마드 압두(Muhammed Abduh, 1849~1905)는 ‘자말알딘
알 아프가니’의 제자로서 이슬람 현대화를 주장하며 이집트 개혁
에 앞장섰다. 이슬람 내에 현대화 작업, 다시 말하면 현대에 맞게
이슬람을 상황화하여 이슬람을 알리는 운동이 전개됐다. 특별히
이 운동은 21세기 자유 물결을 타고 이집트와 터키 등에서 일어났
다. 이를 뒤이어 칼리드(Khalid)는 이집트와 해외에 ‘파라다이스
를 향한 길’을 주장하며 경건한 신자유주의, 이슬람, 그리고 ‘신앙
에 기초한 개발(Faith Based Development)3)’을 통합적으로 추진하
는 운동을 일으켰다. 이슬람 신앙에 기반을 둔 조직들(FBOs-Faith
3) Mona Atia, “A Way to Paradise”: Pious Neoliberalism, Islam, and Faith-Based
Development.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USA.
Published online:08 Dec 2011. Issam Fares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Working Paper Series #4 | July 2010Sponsored by The Issam Fares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AUB (American University of Beirut)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Copyright ⓒ 2010 This study has undergone rigorous
blind peer reviewing by international scholars. Research and Policy Forum on Youth in
the Arab World 이 글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dx.doi.org/10.108
0/00045608.2011.62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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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rganizations)이 ‘신 자유주의 운동(Neoliberalism)’을 일으키
고 있는 것이다. 즉, 이슬람식 경건한 신자유주의 운동이다.
예를 들어 칼리드(Khalid)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을 넘어
선 지도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아닌 알라와 그들
의 종교를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정치적
어젠다가 아니라 개발이기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큰 조직이 있다
첫째, 라살라(Rasala:메시지)라는 운동인데 이는 대부분 자원봉
사자로 운영된다. 2011년에 약 40,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
고, 그들의 자원하는 헌금을 통해 고아원과 병원도 지었다. 이들
은 모스크 밖에서 총체적으로 이슬람을 선교하는 그룹이다. 둘
째, 알 보라끄(Al-Boraq)는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조그만 창업을
돕는 단체이다. 구제 보다는 작은 자본으로 첨단 과학 기술을 이
용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아흐메
드(Ahmed)는 21살의 엔지니어링 대학생이다. 이 단체는 개발하
는 일을 하지만, ‘알라가 그들의 일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
하며 이슬람적 접근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
드니(Zidny: ‘내게 더 주라(give me kore)’)인데 5명의 젊은이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2000년에 시작했으며 시작 이벤트에 약 2000명
의 (무슬림)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젊은 이들에게 리더십, 계
획, 의사소통 능력, 재정 능력, 경영방식, 창조적 생각, 사업 적용
등 새로운 세상에서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만들
어 가는 이들(Life-Makers)’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은
죄를 짓지 않고 이슬람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성공해서
알라를 드러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이슬람), 경제,
그리고 경건한 신 자유주의를 통합하여 행동하고 있다. 2011년 2
월 11일, 30년간 장기 집권했던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
기 전부터 이미 이집트 내에서는 이러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
다. 터키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이슬람 국가
들도 이런 모델을 따르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고, 유럽 등
서구 세계로 이민 간 무슬림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이슬람을 전파
하고 있다. 그들은 세속화된 것 같으나 실상은 무슬림인 것이다.

5. 대화를 위한 더 큰 개방성

19세기 영국의 지배 하에 싸이드 아흐마드 칸(Syed Ahmad bin
Muttaqi Khan, 1817~1898)은 이슬람 세속주의를 주창하며 서구
와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함을 역설했다. 급기야 인도에 알리가르
대학교를 설립함으로 그 꿈을 실현했다. 그것은 진보적 이슬람으
로 가는 길이었다. 2011년 이후, 많은 이슬람 포럼이 열렸다. 이를
주도하는 무슬림들은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다른 종교인
들과 무슬림들이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2014년 1월 21~23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무슬림과 비무
슬림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국제 이슬람 포럼이 열렸다. 예멘, 리
비아, 요르단 등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온 약 200여명의 무슬림 지
도자들과 석학들이 참석하여, 40여개의 글들이 발표 되었다. 파
키스탄 정부는 1977년 ‘지아 알 하크(Zia al- Haq)’ 대통령 때에 이
16

슬람화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대학들을 국유화했다. 그후 40년이
지난 시기에 다시 그 대학들을 기독교 재단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포먼 기독 대학교(Forman Christian College)가 2004
년에 기독교 재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과거 명문대학교의 모습으
로 회복되었다. 다른 두 개 기독교 대학도 적절한 시기에 기독교
재단에 넘어 올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 레바논, 아랍 에미레이트(UAE) 세 나라의 고등학교,
대학생 2744명을 중심으로 2009년 10월 15일부터11월31일에 걸
쳐 리서치한 결과가 이러한 현실을 드러내준다(조사대상: 여학생
56%, 남학생 44%, 크리스천 19%, 무슬림 81% (순니 무슬림 62%),
전체 중 62%가 아랍어와 영어 사용, 54%는 16~17세). 여러 항목
으로 조사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리서치 항목 중
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만 소개한다. ‘블로그를 운영
하며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80%)’에서, 블로그 내용은 ‘음악
과 오락을 즐김(68%), 온라인으로 사회 네트워크 (SNS)를 하는
재미(84%), 친구와의 연결(83%)을 위한 목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
다.’ ‘TV를 보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먹는다(88%)’, ‘
함께 있는 이들과 잡담한다(58%)’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그리고
TV내용은 ‘영화를 본다(88%)’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코미디
시리즈’가 78%였다. 이로 보건대 아랍 젊은이들은 대부분 어른 세
대보다 훨씬 더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9월 12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독일의 Regensburg
대학교의 연설에서 이슬람에 대해 코멘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로 인해 무슬림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시위하게 되었다. 한달 뒤
인 2006년 10월 12일, 교황의 그러한 이슬람에 대한 입장을 비
판하는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38명의 최고 이슬람 학
자들과 성직자들이 출판하게 된다. 일년 후, 2007년 10월 11일,
더 큰 무리인 138명의 이슬람 학자들, 성직자들과 지성인들이
양 종교가 공통으로 존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
심 가치를 담은 ‘우리와 당신 사이의 공통된 말씀(A Common
Word between Us and You)4)'라는 공개 서한을 교황과 기독교 교
단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이 ‘공통된 말씀’ 문서는 개인들과 여
러 기관들로부터 많은 반응이 있었다. 그 중 예일 대학교의 네
명의 학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함(이것이 ‘예일 선언
문(Yale Declaration)’이 되었음)’ 이라는 문건으로 가장 적극적으
로 공개 응답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 300명이 ‘공통된
말씀’에 서명했다. 이런 시도는 두 종교간의 신학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기 보다는5), 전세계 인류의 반 이상이 그리
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인 점을 감안할 때, 인류가 처한 위기를 우
선 극복하고 평화 공존을 위해 두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외교
적, 정치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4) Edited by Miroslav Volf, Ghazi bin Muhammad, and Melissa Yarrington (Forward
by Tony Blair), A Common Word, Muslims and Christians on Loving God and Neighbor,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2010) pp.1-8. 국내에서는 조용
기 목사만 사인하였다.
5) 신학적 목적으로 ‘A Common Word’가 만들어 진 것은 아니나, 한 가지 신학
적 비판을 보려면 Sam Solomon and Al-Maqdisi, The Truth about A Common Word,
200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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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파키스탄에 가시처럼 존재하는 신성 모독죄(형법
295C조) 폐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이 파키스탄내 최고 무슬림
리더십에서 일어 나고 있다. 2016.1월30일 런던에서 이슬람 이
념 회의(the Council of Islamic Ideology)의 의장인 무함마드 칸
쉐라니(Muhammad Khan Sherani)가 ‘파키스탄 국회에서 이 법
을 다시 리뷰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제안한 점이다. 이는 매우 고
무적인 일이다.

이슬람 세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격/급진 무
슬림들과 진보/민속 무슬림 사이에 피의 분쟁이 일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예, 이집트 Morsi대통령 체포와 파키스탄 정부의
탈레반 처형 등으로 인한 또 다른 보복 테러 등). 다시 강조하지
만, 무슬림 내부에 ‘다원주의 내 이슬람, 이슬람 내 다원주의’에
대한 매우 첨예한 논쟁과 고민이 진행 중임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다음 호에서 이런 동향 안에서 지난 100년간 무슬림 선교
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발전했는지 살펴 보겠다.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 나
고 있다. 사하라, 모로코부터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결론

이슬람 세계는 오늘날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슬람주
의자들이 재출현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반대로 자유주의
운동도 일어 나고 있다. 이슬람을 혐오하여 이슬람을 떠나는 일
도 일어 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얼굴로 이슬람을 상황화하
여 무슬림들, 특히 젊은 무슬림들을 개발, 발전시킴으로써 알라
를 전파면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슬림들이 비
무슬림들과 대화할 것인가, 대결한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무슬
림 지도부 안에서 대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변화하는 무슬림 세계, 변화하는 무슬림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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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설악포럼3

2017년 방콕/설악 연석포럼을 마치며
방콕/설악포럼위원회

이번 2017년 방콕/설악 연석포럼(4월 11일~13일)은 특별한 의미
가 있었다. 성격이 다른 두 포럼이 함께 자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
었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방콕포럼은 선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
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일을 지난 15년 동안 해 왔다. 그 결과 선교
사의 책무, 지도력, 현장구조, 팀 사역, 자녀교육, 출구전략, 선교사
은퇴, 선교사 정신건강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고, 그 결과물은 한국선교에 나름 영향을 주어왔다. 설악
포럼은 변화하는 세계와 이에 합당한 선교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위한 모임과 학습을 여러 해 동안 지속해 왔다. 설악포럼은 오늘날
선교가 서구중심에서 소위 글로벌선교로 그 위상을 바꾸는 과정에
서 이제까지 세계선교를 이끌어 간 서구선교로부터 계속 이어가야
할 유산과 단절해야 할 것을 구별하고 이어가야 할 유산과 새로운
현실을 통합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창출을 고민하는 모임이다.
오늘날 변화의 속도가 더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세상은 4차 산
업시대가 가져올 삶의 형식과 문화에 대응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변화하는 시대가 가져올 선교 패러다임에 대
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
오늘날 현장의 문제와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방콕포럼과 설악포럼이
함께 자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변화하는 세계에 변화하는 선
교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것은 이런 의미이다.
이번 포럼의 전체적인 틀은 토드 존슨(Todd M. Johnson) 박사
의 ‘글로벌 크리스처니티 (Global Christianity)’에 대한 강의1)로부
터 가져왔다. 얼마 전부터 세계 교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고,
관련된 강의나 내용을 자주 접한 터라 서구 중심의 기독교가 남반
부의 기독교로 전환되어 가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은 익숙한
것이었다. 세계 교회의 구도가 바뀌리라는 것을 처음 감지한 사
람은 랄프 윈터(Ralph D. Winter)다. 그는 1970년에 처음 출간했
고 1980년, 2005년에 재판한 그의 저서 ‘비서구선교 운동사(예수
전도단, 2012)’에 이미 서구 교회의 몰락과 비서구 교회의 등장에
대해서 예견했다. 그 후 앤드류 월스(Andrew Walls)가 이러한 변
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신학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근래에
필립 젠킨스(Philip Jenkins)의 ‘신의 미래(The Next Christendom)’(
도마의 길, 2009)는 남반구(비서구권) 교회의 약진으로 인한 세
계 교회의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변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와 과제에 대해서 토드 존슨 박사
가 제시한 세밀한 관찰과 실천적인 대안은 큰 도움이 되었다. 그

1) 토드 존슨 박사의 발제 요약은 본 잡지의 2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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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관찰과 대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
새로운 인식이라기보다, 원래 교회는 비서구에서부터 출발했다
는 사실의 재인식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주 후 923년까지는 여전
히 기독교는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교회가 그 중심이었다. 그 후
유럽 중심으로 교회가 확장되다가 다시 1981년을 기점으로 남반
구 교인의 수가 북반구를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역사를 언급할 때 초기 1000년까지의
역사마저 여전히 서구 교회 중심의 역사 기술이다. 문제는 초기
1000년까지의 남반구 교회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유산
을 우리가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반면 최근 1000년간의 서구 기
독교는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밀한 발전을 해 왔고 그 기록
을 이어가면서 오늘날 교회의 내용을 주도하고 있다. 초기 1000
년의 교회 역사를 남반구의 시각에서 다시 찾아보고 정리해야 하
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다. 남반구 교회
가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기독교
를 재해석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
는 계속해서 양산되어 공급되는 서구 교회 시각에서 만들어진 정
보의 홍수 속에 비서구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비서구 교회가 영
향을 덜 받고 초조해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덤덤하고 창
의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작업을 해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남반구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를 어떻게 극
복할 것인가. 성장하는 남반구 교회가 이에 걸맞은 신학과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문제
는 필립 젠킨스가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는 ’The Next Christendom’에서 비서구 교회의 증가에 대해서 서구 교회가 분발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에, 성장하는 비서구 교회에 대해서는 과연 성
장하는 교회에 걸맞은 신학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역량이 되느냐
는 질문을 하고 있다. 남반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남반구 교회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열된 기독교이다. 비서구 교회의 분열에 대한 책임은 교
파별 선교를 시행했던 서구 선교 패턴에서 이미 내재되어 있었지만
비서구 교회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서구 교회는 상당의
분열되어 있다. 교파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렇다. 특히 개신
교 운동은 네슬리 뉴비긴이 지적한 대로 분리 혹은 구별이라는 신
학적 흐름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 간에 유사성
을 가지고 협력을 추구하기 보다는 차이점을 극대화하면서 자신들
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비
서구 교회 안에 분열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과연 분열된 남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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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계화 현상이 가져온 다종교적 상황이 요구하는 새로운 지도력은 전통적 서
구가 아닌 비서구 세계의 몫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비서구 교회는 급성장

셋째, 남반구에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세계의 모든 지
역이 다종교화 된다는 말이다. 이전에는 기독교인, 무슬림, 불교인,
힌두교도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각각 구별되어 있었다. 그러
나 세계화로 이제는 인해 모든 지역에 모든 종교가 공존하는 시대
로 들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
의 확장으로 더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다종교와 다문화와
의 공존이 큰 과제가 되었다. 오늘날 전세계적인 갈등과 전쟁과 난
민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종교 간 혹은 종족 간 갈등의 결과이다. 남
반구 교회의 성장이 해당 지역의 전통 종교와 공존할 것인가, 충돌
할 것인가의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교회와 전세계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결국, 남반구 교회가 다종교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다. 이런 변화
때문에 토드 존슨 박사가 자신의 강의에서 미래 남반구 교회 중에
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교회는 싱가포르와 같
이 다양한 종교가 의미 있게 공존하면서도 서로의 신앙 활동의 자
유와 나눔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다문화 국가 교회 출신들이 될 것
이라고 예견한 것을 주목해 볼 만하다. 다종교가 공존하면서 그 안
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남반구 교회의 중요한 과제다.

하는 규모에 상응하는 지도력과 영향력을 아직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
다. 한국선교는 건강한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세계의 선
교공동체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이바지해야 한다.
2. 기독교의 분열이 과거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외형적으로는 수많은 교
단의 난립과 개교회주의의 폐단이 증가했고, 복음의 본질 면에서는 통합성
을 잃고 이원론적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증거의 능
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과거의 예측과 달리 사람들의 영적 필요는 더 증
가하고 있는데, 제도교회는 갈수록 게토화되는 모순에 빠져있다.
3. 21세기의 현저한 양대 종교로 지속적 성장이 예측되는 기독교와 이
슬람 간의 갈등과 충돌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균형 잡힌 이슬람 이해
에 기반을 둔 무슬림 선교의 건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4. 세계화 물결에 따라 전 세계적 인구이동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
이주자의 상당 부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전통
적 선교 패러다임에 머물기보다 디아스포라에 의한 풀뿌리 선교운동의 강
조와 촉진이 필요하다.
5.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많은 분야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넷째, 다종교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으
면서 복음의 탁월성과 유일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성육신적 삶
의 실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
면 상황화(Contextualization) 능력이다. 신학적 상황화 작업도 비
서구 교회의 중요한 과제다. 토드 존슨 박사도 이 문제에 대해 말
레이시아 신학자 화융의 예화를 인용한다. 바나나와 망고의 비유
다. 많은 경우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나와 같이 겉은 노
랗지만 속은 여전히 흰색의 서구신학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망고와 같이 겉과 속이 다 노란 아시아 교회의 신학을 가질 수 있
어야 한다. 상황화 작업은 결국 자신학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상황화 과정은 무균실이나 교실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함
께 사는 이웃의 삶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데, 선교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과거의 산업혁
명이 선교의 진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선교에
이바지하는 면도 있겠지만, 탈육화 과정이 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 상
황에 복음의 성육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상의 상황인식에 따라 포럼 참석자들은 향후 한국교회와 선
교계가 버리거나 극복해야 할 것, 그리고 회복하거나 새롭게 학습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버리거나 극복해야 할 것 (to unlearn or undo)
- 서구적 관점의 신학 및 성경해석
- 복음진리와 제도적 종교의 동일시
- 정량적(quantitative) 성과 중심의 사역 이해 및 추구
- 이슬람에 대한 서구적 (호전적, 십자군적) 관점

<2017년 방콕-설악 연석포럼 합의문>
2. 회복하거나 새롭게 학습해야 할 것 (to learn or relearn)

2017년 4월 11일~13일 국내 선교단체 및 교단 선교부 지도자
들과 현장 선교사들,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장로회신학대
학에 모여 ‘변화하는 세계와 선교’라는 주제로 방콕-설악 연석 포
럼을 가졌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선교 통계학의 세계적 대가 토드
존슨(Todd M. Johnson) 박사를 초청해 급변하는 21세기 세계의
선교적 상황과 도전에 대한 그의 폭넓은 안목을 듣고 배울 수 있
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선교적 현실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1. 기독교의 중심이 비서구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교회를 포함한 비서구

- 전인적 제자도를 추구하는 기독교적 학습과 훈련
- 공동체적 평등성에 기반한 파트너십, 팀워크, 수평적 지도력
-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동체적 목표의 합의, 소통, 평가
- 검증된 기준(예: 로잔언약)에 따른 선교의 이해와 추구
- 성육신적 선교

포럼 참석자들은 이상의 사안들에 대한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공
감과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편, 2017년 방콕설악 연석포럼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심화토론과 실천방안 모
색을 위해 2018년 다시 한 번 연석포럼을 갖기로 결정했다.

교회와 선교계는 서구의 신학과 선교모델을 비판 없이 답습할 게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걸맞은 신학적 논의와 선교적 모델을 일궈내야 한다. 세

2017년 방콕/설악 연석포럼을 마치며

2017년 4월13일 방콕/설악 연석포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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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여행 관심자 분석을 통해서 본
선교동원과 단기선교여행 전망
한철호_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

뜨거운 감자 단기선교

매년 3, 4월이 되면 각종 기독언론으로부터 여름 단기선교여
행을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소개와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다. 여
러 교회로부터 여름 단기선교 여행 준비를 위한 선교학교에 강
의 요청도 제법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선교의 패러다임
에 큰 변화가 없이, 올해도 예년과 같은 패턴으로 준비할 수 있
다. 현재 지역교회들이 단기선교여행에 사용하는 자원은 현장
선교사를 후원하는 데 투입되는 자원에 못지않게 많다. 매년 시
행되는 단기선교지만 문제는 매년 일회적 성격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해당 연도에 필요한 전략적
접근보다는, 단편적 시각과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십
상이다. 교회 측면에서 보자면, 단기선교는 다중적 목적을 가지
고 진행된다.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타문화
사역이라는 도구와 환경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제자훈련, 공동
체성 강화 등의 다중적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선교보다
는 단기선교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다. 단기선교를 통해 구성원
의 제자훈련이나 공동체성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주 목표가 될 때 자칫 잘
못하면 선교는 일회적인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다.
문제는 지역교회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단기선교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
행하지 않을 수도 없으므로 같은 모양의 단기선교를 계속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다. 단기선교에 대한 심
각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단기선교여행 자체를 포기해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2017년
3월 10일) 선교관심사들을 148명을 대상으로 한 단기선교여행
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단기선교 관
심자들의 생각의 변화와 전략적 대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선교관심자들의 성비와 젊은이 동원

이번 설문에 응답한 148명은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마친 사람
들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선교적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들이라고 볼 수 있다.

Q. 응답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도표1>

<도표1>에서 나타난 것처럼 설문에 응답한 남녀의 비율이 평
균 6:4(여58.8%, 남41.2%)로 조사됐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남녀
비율과 유사하다. 오히려 본 조사에 응답한 이들의 경우는 남성
이 좀 더 열심히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선교 관심자들 가운데 여
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속적인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선교지에
서 여성 선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부부선교사 외에도 싱글 여성선교사의 수가
상당히 있으므로 당연한 현상이다. 여성과 비교하면 남성 선교헌
신자의 수가 적은 것은 결국 장기적인 차원에서 선교동원에 두 가
지 과제를 남겨 줄 수 있다. 첫째는 여성 선교 헌신자들이 함께 선
교에 참여하길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함으로 선교를 포기하
게 되는 경향이다. 일사회 전반에서는 독신 여성의 수가 늘어나
는 반면에 여성 선교헌신자들은 독신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선교지는 것은 환경적으로 쉽
지 않은 곳이므로 가능하면 안정적인 가정을 일구어 가려는 심리
적인 현상도 한 몫하는 것이다. 동원 현장에서 보면 여성 선교관
심자들이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다
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서구와는 달리 독신으로 있는 것
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 안에서 독신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독신으로 선
교지로 가겠다는 여성 헌신자들은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확산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교훈련이나 선교여행에 많이 참석하여
선교적 헌신을 일구어 가는 여성 청년 자원들이 결혼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을 도와줄 방안이 없다는 것은 안
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래 선교 자원들 가운데 청년자원의 수도 전체적으로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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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감소하는 상황이다. 통계상 최근 매년 한국 선교사의 수가 아
직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청년자원들의 증가라기
보다는 장년 자원들의 선교사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몇 년간 전체 선교사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
졌다. KRIM 통계의 경우 2016년 증가한 선교사의 수는 406명
으로 선교사 숫자 연 증가율도 2012년 2.19%, 2013년 1.45%,
2014년 1.90%, 2015년 1.01%, 2016년 1.94%이다. KWMA의
통계에 의한 2016년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선교사의 수를 0명
으로 표시했다. 즉 선교사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직접 파송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유학생 사역,
외국인 근로자 사역, 다문화가정 사역 등 국내 타문화 사역에 참
여하는 인력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통계치가 없으
므로 한국교회 선교사 전체 증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한국 선교사 증가율이 상
당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Q. 응답자의 연령층은 무엇입니까?

연도별 선교사 증가 수

<도표3>

연도

증가 수(명)

연도

증가 수(명)

2006

1,578

2012

1,411

2007

2,801

2013

1,003

2008

1,716

2014

932

2009

1,427

2015

528

2010

1,174

2016

0

2011

1,317

(*2007년도의 일시적 증가폭이 높아진 것은 조사대상의 확대에 따른 결과임)
출처: KWMA(세계선교협의회)
<도표2>

<도표2>에서 보는 대로 2006년 증가 수 1,427명, 2013년 증가
수 1,003명, 2015년 증가 수 528명에서 보듯이 선교사 증가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6년은 증가 수가 0명으로 발표되었다.
KRIM과의 통계 방법이 달라서 어느 통계가 정확한지는 다른 차
원에서 살펴봐야겠지만, 이 두 통계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현상은
새로운 선교사의 급격한 감소다. 물론 양쪽 통계 모두 은퇴하거나
선교사를 사임하는 선교사의 수를 포함한 통계이므로 신임 선교
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은퇴하는
선교사의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한국 선교사의 수의 감소
는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상당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보내는 것에만 몰두했던 한국선
교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조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의견
도 있다. 어느 정도 타당한 의견이긴 하나 그렇다고 선교사 파송
수가 격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본 통계에 잡히지 않은 선교사가 있을 수 있다. 선교단체를 통
하지 않고 지역교회가 직접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다. 젊은이들
이 기존 선교단체 패러다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단기선교여행 관심자 분석을 통해서 본 선교동원과 단기선교여행 전망

한편 <도표3>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설문 참가자들의 연령대
가 20대가 40.6%, 30대가 39.8%, 40대 이상이 22.7%이었다. 퍼스
펙티브스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므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이 선교에 관심과 참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선교 현장에도 대응해야 하지
만 변화하는 잠재적 미래 선교자원들의 상황에도 대응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선교단체나 동원사역의 주체들이 젊은이를 포함
하여 변화하는 잠재적 미래 선교헌신자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
고 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 동원 사
역이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의
문을 제기해 본다. 선교동원 사역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
는 교회 장년층에 선교를 알리는 정도의 동원보다는 의도적인 노
력과 더 큰 수고와 투자를 해야 하는 청년층 선교동원에 집중해야
한다. 젊은이 선교동원 패러다임에 전폭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
에 와 있음이 분명하다. 오늘날 한국 청년 기독인들은 마치 바벨
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처럼 세속주의에 포로가 된 상태이다. 바벨
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바벨론의 이방
문화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던 것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열방
에 복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교적 소명은 바벨론에 끌
려갔다고 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서에 들어난 예언자들
의 외침은 마이클 고힌이 “이스라엘의 사회적 삶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양육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와 젊은이 선교동원은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여전히 상당히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매년 단기선교에 참여하
는데 단기선교 여행의 열매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수가 이전
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 물론 단
기선교 여행이 단지 장기선교자원 발굴만이 주목적이 아니라 할
지라고, 중심 목적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문제는 현
재 교회에서 시행하는 단기선교 여행에서 장기선교사 발굴이라
는 과제나 의도가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선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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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중화되면서 선교여행이 핵심 목적이 선교라는 측면보다는
참가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더 집중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동시에 선교동원의 중요한 통로로 단기선교여
행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21
세기단기선교위원회에서 작업한 결과물인 '21세기 단기선교여행
표준지침 및 해설서' 가 대안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험을 하게 되지 못하는 팀도 발생하게 되고, 현지교회에도 해악
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특정
지역의 선교사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연합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
을 방문하는 단기팀 전체를 함께 섬기는 연합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 제안이 복잡한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고민을 할 때 힘들
어도 시도해 볼만한 제안이다.

단기선교와 전방선교
단기선교 긴 열매
Q. 단기선교여행을 간다면 어느 지역을 갈 생각입니까?
Q. 단기선교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도표5>
<도표4>

<도표4>는 설문자들이 선호하는 단기선교지역을 표시한 것이
다. 단기선교여행을 가고 싶은 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가 40.5%
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 18.2%, 서남아시아 17.6%, 중동 및 중
앙아시아 14.2% 등의 순위였다. 위의 단순한 통계로 정확한 확인
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단기선교여행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
략적 접근보다는 상황적 접근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회성 선교지 방문이나 학습을 위해 지리적으로 먼 곳을 가는 것
은 효과나 비용면에서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시차가 세 시간 이
상 벌어지는 곳을 단기간 방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동시에 동
남아시아에 집중되는 단기팀들이 과연 복음의 확산이 필요하면
서도 손길이 닿지 않는 전방선교의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사역
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최근 동남아시아에 단기팀이 더 몰
리는 이유는 캄보디아의 개방과 선교사 증가가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기간에 특정한 지역에 단기팀이 몰리
는 것이 현지 교회나 그곳에서 사역하는 장기선교사들에게 장기
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미얀마가 개
방되면서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데 선교사들이 단기팀 수용
과 관련해서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라고 할
지라도 전략적 선교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사역 내용을 한국교
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이 문제를 돕기 위해서는 선교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개별 선교사가 이 일을 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
선교사 공동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기팀
방문 빈도는 선교사와의 개인적 관계나 지명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단기팀 방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기팀이 많이 방문하는 선교
사, 단기팀이 방문하지 않는 선교사 모두가 어려움을 격게 된다.
특정 선교사에게 너무 많은 단기팀이 방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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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에서 보듯이 단기선교에 참여하는데 적절한 기간으
로는 1~2주가 48.6%, 2~3주가 20.3%였고, 한 달 이상이 적당하
다는 응답도 21.6%나 되어 눈길을 끌었다. 설문자 참가자들의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1~2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단기선교라
할지라도 의미 있는 사역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 참가자들의 이러한 고민은 현재
단기선교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선교지 단순 방문이
목적일 경우는 1~2주도 의미 있을 만큼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2주간의 단기팀 사역을 통해 질 높은 사역과 실제적
배움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여러 가지 상황상 1~2주 정도 갈 경우, 사
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앞두고 계획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가야 한다. 1~2주 방문을 짧은 기간의 준비
와 최소한의 관심으로 최소한의 경험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하
기보다는,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질적 관점으로
시각이 변화돼야 한다. 교회 안에 단기선교를 위한 전담팀이 구
성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러한 시각의 변화를 수용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단기팀 준비에서 행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
소화하기 위해 메뉴얼을 잘 만든다든지, 개인이 감당할 행정적
인 사항은 과감히 개인에게 위임하는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날은 네트워크시대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삶이 파편화되어 가지만 동시에 네트워크 되길 원한다. 개인주
의적이고 파편화된 삶과 네트워크시대라는 두 개념이 상반되어
보이지만 실제는 매우 연관된 개념이다. 우리 속에 공동체를 지
향하는 인간의 창조된 본성이 타락으로 인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학습된 본성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 두 상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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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이 만나는 다리가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적당히 자신
의 공간의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함의 누림을 느낄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오늘날 세대가 잃어버린 진정한 공동체성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단기선교가 긴 열매
를 맺기 위해서는 1~2주간의 선교지 방문이 선교라는 시각보다
는, 선교 기간 전후 모든 시간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장이 되
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단기선교 후속 조치에 대한 심
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단기선교 그 자체가 목
표가 되는데, 실제 선교는 단기선교를 갔다 온 후에 일어나게 된
다.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모일 수 없더라도 최근 발
전한 SNS 등의 소셜매체를 통해 단기선교 참가자들이 지속해
서 선교적 존재로 변화되고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
이 계속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
하다. 현장방문 단기선교에 들어가는 비용의 1/10만이라도 이
런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한다면, 단기선교 이후 엄청난 선교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Q. 단기선교를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도표6>

<도표6>에서 보듯이 단기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은 시간과 재정문제다. 그래서 일주일 미만의 단기선교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다. 일주일 미만의 선교지 방문의 경우는
오가는 일정, 적응하는 시간 등을 제외하면 현장에서 보내는 시
간은 상당히 적다. 이 경우 굳이 해외로 선교팀을 보내기보다
는 국내의 외국인 마을 공동체를 방문하여 2박 3일 시간을 보내
고 사역에 참여하기, 혹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여름 캠프 참여
하기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의미 있는 타문화 단기사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역은 비용문제로 단기사역에 참여하지 못하
는 개인이나 공동체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단기선교여행 관심자 분석을 통해서 본 선교동원과 단기선교여행 전망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으로의 선교 이해
Q. 귀하의 단기선교 참여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도표7>

<도표7>에서 보듯이 설문 참가자들은 단기선교참여자의 가
장 큰 문제는 타문화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선교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는 사람들 속에 선교 이해에 있어서 상
당한 진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것
은 본 설문 응답자들이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소화해 낸 사람들
이라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선교사 2만 명 이상을 보냈고, 매년 엄청
난 단기선교여행을 떠나지만 정작 한국 성도의 타문화 지수는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단일 문
화 안에 갇힌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화되고 개방된
지구촌의 일원으로 한국인들이 타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이것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
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
하고 있기에 타문화 지수를 높이려는 노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타문화 지수가 높은 환경에서 성장한 자원들이 선교사로
가야만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타종교나 타문화에 대
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존중하려는 태도, 자민족 우월주의를 극
복하려는 노력, 우리 주변에 와 있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하기 위한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단기선교팀들이 현
지 문화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제시한다
든지, 현지 관습을 무시하는 행동을 의도하지 않게 하게 되는데,
현지 문화를 배우는 자세로 접근하기 위한 교육과 사역 모델이
많이 제시되어야 한다. 선교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
념이라는 이해가 사람들에게 단기선교를 일회적 사역으로 종결
하게 하지 않고, 단기선교 이후 국내에 와 있는 자신이 방문했던
지역 출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두도록 할 수 있다. 그 결과 해
당 국가나 종족에 대한 지속적인 사역이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시각을 열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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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여행과 현장선교사
Q. 단기선교여행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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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단기선교 메뉴얼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4)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더 창의적
이고 실제적인 단기선교의 사역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아름다운 헌신
Q. 귀하는 올 여름에 단기선교를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도표8>

<도표8>에서 설문 참가자들은 현장과의 협력이 부재하다는 것
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2016년 10월 21세기 단기선교
위원회에서 “현장 선교사의 측면에서 본 단기선교여행”라는 주제
로 포럼을 했는데, 현장 선교사 편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내는 교회 측의 적절하지 않은 의도에 반응해야 하는 고충이 상
당하다고 현장 선교사들이 언급했다. 결국, 보내는 교회 측이나
현장 선교사들 모두가 현장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내는 교
회 측은 현장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반대
로 현장 선교사들은 단기팀이 현장의 필요를 충실히 돕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2106 단기선교 현장 선교사 포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음의 몇 가지 결의를 했다.
1) 단기선교의 기획과 사역내용은 한국 교회와 현장 선교사가 의
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사역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역할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단기선교를 진
행할 때 선교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상황을 존중하는 태
도가 더 필요하다.

<도표1>

<도표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당수의 젊은이가 이번 여
름에 단기선교 여행에 참여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설문에 참
여한 사람들이 퍼스펙티브스 수료생들이므로 선교관심도가 높은
자들이라서 이런 통계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올여름에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열방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다. 근간 한국교회가 어렵고
젊은이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젊은이들의 가
슴에 열방을 향한 마음과 소망을 불어 넣으시고 계신 것을 올 여
름 단기선교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기선교의 목적을 구분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단기선교가 실
행되어야 한다. 단기선교는 목적에 따라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
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 될 수 있
다. 단기선교 사역의 수혜자는 한국교회, 선교사, 선교지의 교
회나 현지인이 될 수 있다. 누가 중심적인 수혜자인가에 따라 단
기선교의 목적과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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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리뷰

서평: 선교형 교회
잉글랜드 성공회 선교와 사회문제 위원회 지음, 비아, 2016년 5월 23일 출간

조승현_미션파트너스

우리는 파편화되고, 자본화, 다원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 불과
몇 년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생활습관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는
부모님 세대의 생활과 사고방식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이미 기
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는 기억으로 익숙한 사람들에게 과거의 것
으로 보이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사회현상은 이미 서구의 사회, 특히 기독교
가 중심이 되었던 사회에서는 한층 더 충
격적이고, 급격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기
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대면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
을 통해 이 과제의 해결하는데 조그만 실
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 책은 다원화된 세상에서 더 이상 성
장하지 않는 영국 성공회가 교회개척이라
는 선교전략을 채택하고, 1994년에 ‘새땅
개척하기’라는 보고서를 출간한 이후 이
를 토대로 이후 10년 정도를 연구한 자료
를 정리한 책이다.
그들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
전도 환경이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지표를 통해 분석한다. 이혼이 늘어나고,
결혼 연령이 상승하게 되면서 30년 전보
다 가구 수는 늘어나고 가족구성원의 수
는 줄어들었다는 것, 여성이 노동현장에 참여하게 되고, 노동시
간이 늘어나면서 가족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는 것. 차량 소유가 많아지면서 일상적인 먼거리 이동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것 등은 교회가 그들을 이전의 방식대로 대응해서
는 안된다는 것을 강변한다.
기존의 지역교회의 대안으로 ‘네트워크 교회’라는 개념을 제안
한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배정되는 교구가 갖는 비자발성
을 걷어내고, 스스로 연결되어 있는 자발적 참여로 선택할 수 있
는 이 시대의 사회의 가치에 따른 형태이다. 이는 장소에 구애받

서평: 선교형 교회

지 않으며, 문화적으로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는 교회이다. 그들
에게 ‘오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되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효과
적이라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교회개척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나 책
의 제목처럼 교회개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중심을 잃지 않
고 있다. 교회의 개척과 생존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
는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동의할 때 의
미 있어 진다.
‘선교형 교회’라는 말은 매우 비성경적
이다. 말 그대로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며,
복음이 흘러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본
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형 교회’라
는 말을 써야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
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래서 책의 중반에는 하나도 새
로울 것 없는 교과서적 교회론을 거의 그
대로 옮겨다놓았다. ‘하나의 거룩한, 보냄
받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니케아 공의회
의 결정을 따르기를 다시금 요청하는 듯
하다.
너도나도 한국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내
다보고 있다. 누구도 장밋빛 미래을 이야
기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 우리는 복음
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증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 상황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왔
다. 어떻게 보면 ‘선교형 교회’라는 책은 어두운 영국 사회에서 진
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고군분투한 성공회의 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몇 줄씩 성공사례로 사용인 교회의 이야기
를 쓰기 위기 그들이 흘려야 했던 땀과 눈물을 상상할 수 없다. 어
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그들의 고
민을 함께 읽어보고, 우리도 또한 이런 고군분투를, 그리고 성공
사례를 담은 이야기 책을 조만간 만들어 내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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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MF는 1980년에 시작되어 세계 각국에서 파송된 1,400여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동아시아
18개국에서‘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 중에 있다.

OMF 영국 대표

피터 로완 초청 화해세미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분열된 교회 가운데 하나 됨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화해의 실행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화해의 사역을 하며,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해의 공동체를 세워간다.

일 시 | 2017년 9월 26일(화) * 일정 추후 공지
장 소 | 신반포교회 4층 (9호선 신반포역)
강 사 | Peter Rowan (OMF 영국 대표 )
문 의 | 02) 455-0261, 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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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체 변화의 사역, 그 부르심의 응답

기대봉사단 모집
모집대상
선교구호개발사역에 관심있고 해외선교에 소명이 있는 분

지원자격
1. 만 55세 미만으로 NGO선교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
2. 해외여행 결격 사유 등 범법 사실이 없는 자
3. 허입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방법
기아대책 홈페이지 지원 (http://www.kfhi.or.kr)

지원기간 및 문의
서류접수 : 2017.07.30(일) 자정까지
면
접 : 2017.08.24(금)
훈
련 : 2017.10.10 ~ 12.08
[추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전 세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구호개발사역으로 떡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대책 파송 선교사의 이름입니다.

선교단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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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단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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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선교단체 소식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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