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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rnate

정마태

최근 한국선교가 여기저기에서 이상신호를 보이고 있다. 한 해에 새로이 파
송되는 선교사의 증가 속도도 예전만 못하다. 선교대회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의
수도 줄었다.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중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선
교사들 상당 수가 재입국이 취소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하는 선교사들도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위기는 기회이다. 선교역사는 늘
위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선교도 다시 자리
매김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위기를 또 다른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몇 가지 글을 이번 호에 실
었다. 첫 글로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 내부의 종교 관련 변화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국제로잔에서 출판하는 잡지인 Global Analysis에서 허락을 얻어 번
역하여 실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중국사역에 대한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는
데, 재한 중국인 사역이다. 지난 10월 24일 중국선교세미나에서 발표된 장마가
목사의 글을 실었다. 재한 중국사역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
히 중국 유학생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한 유학생
사역 중에 활발한 선교적 기회를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사역이 몽골인 유학생사
역이다. 이 사역을 오랫동안 섬겨온 이해동 목사의 글이 몽골선교에 새로운 기
회와 도전을 제공한다. 11월 17일 모임에서 완성된 텐트메이커들의 전문성 평
가 자료는 텐트메이커 선교사들의 직업적, 사역적 역량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또한 늘 문제가 되었던 텐트메이
커 선교사의 정체성과 사역적 기준을 확실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방콕
포럼 2014와 관련된 두 개의 글은 동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퇴 선교사의 문
제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형 단기선교여행
포럼에 선별된 두 개의 발제문은 단기선교여행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 선교여
행 그 이후의 과제에 대해 새로운 돌파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이슬람파
트너십 2014년 모임 보고와 선교한국 2014 대회 보고를 통해서도 위기 가운데
서도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해 가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는 단순히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좋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
적인 선교동원, 전략적인 선교사 준비 그리고 전략적인 선교현장 사역이 논의되
어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위한 각고
의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MK Review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길 기대한다.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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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국의 교회1)
- 자라나는 영향력과 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이중적 고민 -

토머스 하비, 폴 Huoshui, 데이비드 로

중국1)내 기독교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교회 단속에 대
한 보고가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공산당원들에게는 유감스
러운 일이지만, 최근 런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약 15년만 지
나면 중국이 세계 최다 기독교인구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
했다. 그로부터 1주 후, 원저우 산지앙(Sanjiang)교회 교인들과
지방 정부가 대립 끝에 4,000여명을 수용하는 대형교회 건물이
강제 철거되었다. 베이징 쇼우왕(Shouwang)교회에서는 성도들
이 공안에 억류되기도 했다.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벌어진 일련
의 사건들로 인해 허가·무허가 교회 모두에 대해 정부가 본격
적 단속을 펼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산지앙(Sanjiang)교회

변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를 없애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
한다”고 문서는 전한다.“ 건물 지붕에서 정면으로 십자가를
옮길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때로는 일괄적으로 진행한다”2)
고도 기록되어 있다.

쇼우왕(Shouwang)교회

베이징에서는 미등록 교회인 쇼우왕교회를 향한 압력이 거세
지고 있다. 쇼우왕교회는 2011년부터 담임목사가 자택구금 상
태에 있으며 야외 및 실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체포되어 최대 7일까지 억류된 바 있다. 쇼우왕교회는 이제까지
의 다른 교회들과 달리 정부가 현재 허가하는 선 너머의 “예배할
권리”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산지앙교회 사태는 원저우 지방 전체의 발화점이었다.
• 2013년 9월, 원저우 지방 정부 웹사이트는 산지앙교회를 “
시범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 이후 지방공무원들이 교회를 축소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8층 상당
의 교회건물이 문제 대상이 되었다. 교회 밖에 진을 치고 철
거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외신이 인터뷰하면서 교회 강제철
거령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교인들은 지방 공산당이 정
식으로 정부 허가를 받은 교회를 불법적 방법으로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으나 당국과의 협상 약속을 받고 이내 교회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교회를 점거한 공산당은 즉시 철거
를 강행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저장성(浙江省) 지방의
교회들은 건물 위의 십자가를 없애지 않으면 철거령이 떨
어질 것이라는 압력을 받았다. 커져가는 기독교 세력을 막
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하였다는 불안의 목
소리는 저장성 지방행정기관 내 공문서를 통해 사실로 확
인되었다. 해당 문서는 기독교의 대중적 인지도를 약화시
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장소”들과
“지나치게 대중적인” 종교행위를 건축법을 이용해 제재하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고속도로
1) 편
 집자 주: 이 글은 로잔 글로벌 어날리스시(Lausanne Global analysis) 2014년
7월 호에 실린 글이다. 최근 중국 교회의 상황과 시진핑 정부 아래서 중국정
부의 종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중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글이다.

2

• 과거의 “불법” 가정교회들은 정부의 주의와 간섭을 피하기
위해 숨어서 예배하는 것에 만족했다.
• 반면 쇼우왕교회는 실내 예배 장비를 구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자 베이징
에서 야외 예배 집회를 열어 정부의 칙령과 체포 위협에 저
항하였다. 내부 정보에 의하면 중국 안보기구와 입법기관
을 관장하는 중앙정치입법위원회 전 위원장인 저우융캉의
지인인 베이징시 관료가 이러한 단속의 배후에 있다고 한
다. 저우는 시진핑이 공산당내 부정부패 근절 정책을 펼칠
때 감사 대상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최근의 쇼우왕교회 및
베이징의 반체제적 집단들을 타깃으로 강경 조치를 펼치
는 것은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한 움직임이
라고 볼 수 있다.

교회와 정부

앞서 설명한 사건들은 중국교회, 나아가 중국이라는 국가의
본질적 성격이 변화했음을 암시한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중
2) Ian Johnson, “Church-State Clash in China Coalesces Around a Toppled Spire”
New York Times, 29 May 2014, accessed 1 June 2014, http://www.nytimes.
com/2014/05/30/world/asia/churchstate-clash-in-china-coalesces-around-a-toppled-spire.html?_r=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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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보여준
다. 산지앙교회의 사건의 표면만 본다면 중국 기독교가 가난하
고 무력하며 역경에 처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
해야 할 점들이 있다.
•원
 저우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중국의 신흥도시 중 하
나이다.
•중
 국의 성장하는 대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은 경제·사회적
으로 유력한 계층을 대표한다.
•과
 거에는 소규모의 성도들이 비밀스럽게 가정교회에서 모
이거나 정부의 허가와 규제를 받는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
렸다.
•오
 늘날 원저우에서는 설비가 완벽히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성
 도들은 통신기술에 능하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국제적
언론을 대동하여 교회 성장을 저해하려는 정부 세력에 압
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듯 일관성 없는 반응을 통해 원저우와 베이징에서 최근
벌어진 단속에도 불구 중국 전역에 분포된 대부분 교회들이 간
섭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배당 및 십자가 철거가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 진
행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부가 전국적 차원
의 단속을 벌일 정도는 아니라 해도 기독교에 점점 더 위협을 느
끼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단속이 몰고 올 여파

중앙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
다. 만약 전국적인 기독교 탄압 정책을 펼친다면 국가 차원에서
나 국제적 차원에서나 부정적 결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러한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내부 불화를 악화시킬 것
이고 중국 주요 유권자 집단의 지지를 잃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민족주의 열풍과 “서양 침투세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교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온건 정책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대처

기독교의 규모와 사회적 지위가 향상함에 따라 중국 고위 간
부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중국에서 대형 복합건물은 정
치·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화려한 예배당은 중국사회
에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정치적 세력이 커져가고 있음을 반
증한다. 이러한 현상을 미루어 볼 때에 어째서 정부가 도시중
심부의 교회들에 어수선하고 일관성 없이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몇
 몇 위정자들은 교회 및 교회의 신도들이 더 넓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집단을 대표한다고 본다.
•그
 러나 다른 정부 관료들에게 기독교란 공식적 정치 이념
으로 마르크스주의와 무신론을 내세우는 국가에 대한 강력
한 이념적 도전으로 비춰진다.
• 이 때문에 교회 건축에 대해 시·도·국가적 차원에서 정
부 관리들 간 의견이 분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산지앙
교회 강제 철거 및 쇼우왕교회 신도 체포 사건은 단순히 기
독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반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
부의 들쭉날쭉한 대처를 볼 때,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공산
당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계속됨
을 짐작할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사건들이 기독교의 성장
을 저해하고 그 대중적 힘을 시험해보려는 전국적 캠페인
의 시작이라고 분석할 것이다. 최근 뉴욕 타임스에 실린 어
느 기사는 중국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 이 문서가 “강제 철
거 등은 기독교의 대중적 인지도를 약화하려는 전략의 일
환”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 외교부공무원은 최근 밀려오는 교회 철거의 물결이 기
독교 박해정책의 부활이라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해명했다.

중국의 교회

• 상류 사회 내에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산당원들
마저도 기독교인들(산하 직원 또는 비밀스럽게 혹은 공공
연히 기독교를 믿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 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다.
• 신앙의 이슈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되면 반대하기가 쉽
지 않다. 중국에서는 당에 대한 충성과 가족의 양자택일 상
황이 되면 가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아무
리 열성적인 당원이라 해도 이념의 제단에 가족을 희생제
물로 바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중국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교육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무력한 농민이거나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도시 신도
들이 아니다.
• 현재 기독교인들은 성공적인 사업가 및 학자 신분을 대표
하며 정부 요직을 차지하기도 한다.
•  그들은 공·사적인 자리 모두에서 영향력을 떨치며 존경
받는 인물들이다. 약 25년간 기독교의 성장을 저해하려는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새로운 단속 전략이 성
공할 것이라는 생각인 단지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을 것이
다. 국제적으로도 그러한 정책은 유럽·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탄압 정책이
아시아·동남아 및 제 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 대한민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모
두 상당수 국민이 기독교인이며 그 중에는 영향력이 막강
한 인물들도 여럿 있다.
•  파룬궁 탄압정책에 버금가는 정도의 대대적 단속은 이미
영토분쟁 등으로 긴장상태에 있는 주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 인구 중 4000만이 기독교인인 아프리카와 인구의 90%가
기독교를 믿는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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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 남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래 전망

중국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는 공산당과의 충돌뿐 아니라 다른 종
교·이념 집단들과의 긴장감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인들은 외부적 공격과 반발의 가능성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특
히 교회가 안일한 승리주의에 빠져 다른 중국종교,이념,전통 및
다른 민감한 이슈에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 하다면 더욱 그
래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에 호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
라는 임기 초기의 낙관주의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불교와 중국 전통종교에 특혜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의 해결 방안

중국 교회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마주한 가운데 교회 지도자
들 간에 원활한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겸손이 아닌 부와 권력, 영향력의 축적 및 대형 건물로 신도를
모으려는 승리주의적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한
저명한 중국 학자 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교회가 박해
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지역
교회들이 신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박해를 받더
라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예
측이다. 정부는 현재 체계적, 계획적인 전략 아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 건물이 철거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타깃이 된 교회
와 그 지역 신도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 학자는 신학을 재정
립하고, 교회 성장과 사회 개입 등의 이슈를 다루며, 박해 받는
교회들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크리스천 “싱크 탱크”가 출
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그는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닌
영적 사역과 세계 선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건물만 있고 영
적 활력이 없는 교회에는 미래도 없다.”고 경고한다.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취해야 할 태도

최근 일어난 사건들은 기독교단체들이 중국 정부에 규제 완
화와 관용적 태도를 촉구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중국 기독
교인들로 하여금 공익을 추구하고 개인적 및 공적 차원에서 부
패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중국교회가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닌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
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세계적 기독교 지도
자들, 특히 서양의 지도자들은 중국교회가 환난에 대처할 수 있
는 경험,지혜 그리고 영성의 깊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지도자 및 신
도들은 더욱 더 정결하여지고 강건하여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교회, 사회와 정부 간의 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고,
흔히 가정교회를 떠올리는 우리의 인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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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국제정치 및 국제 시장에서 중국
의 비중이 커짐과 동시에 국제적 교회 리더십에 있어서의 비중
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중국 교회의 규모,
힘, 영향력에 주목했듯 세계 교회도 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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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중국인 사역의 현황과 제언1)
장마가_새문안교회, 중국어사역 책임

서론1)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나라이다. 중한 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근대사에서 공산주의와 민
주주의 두 진영의 분리와 한국의 내전으로 인한 대립으로 중한
양국은 40년 동안 교류를 중단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1992
년 8월24일 한중수교를 계기로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국가 수뇌부의 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다양한 고위급
의 방문과 접촉을 통하여 중한 양국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
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3년 중한 무역액이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중수교 이전보다 50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
평균 증가율도 20%를 넘어섰다. 지금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
역 파트너이고, 최대의 수출국이고, 최대의 수입원 나라이기도
하며, 최대의 투자처이다.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3대 무역 파트
너이고, 3대 수출시장이고 2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한국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2013년 재한 외국인수
는 150만을 돌파하여 157만 6034명이며 그 중 중국인은 77만 8
천(49.8%)이다. 5000만의 인구를 가진 한국에서 외국인의 비율
은 3.08%으로 100명 중 3명이 외국인이다. 그 중 1.5명이 중국
인이다. 이러한 한국내 중국인의 증가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마다 재한중국인에 관한 사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재한중국인 유형

1.화교
한국에 있는 화교는 약 2만명이다. 주로 서울, 부산, 인천
에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산동출신이다(95%이상). 한국에
머물고 있는 화교들은 이전의 세대든 한국에서 출생한 새로
운 세대이든 대부분이 한국사회에 융화되지 못하였으며 한국
에 대한 귀속감이 강하지 않다. 이미 그들 중 다수가 미국이
나 호주 등으로 이주했다. 이전 세대의 한국화교들은 일반적
으로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상에 따라 중국
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통계에 의하면 화교가정의 43%
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1%의 가정만이 한국어를 사
용하고 있다. 나머지 가정들은 혼용하고 있다. 어떤 노화교의

1) 본
 글은 제7회 국제이주자선교포럼에서 “재한외국인유학생사역”으로 본인이
발표한 것을 일부수정한 것이다.

재한중국인 사역의 현황과 제언

“한국은 인생에서 거쳐가는 한 정거장 일뿐 피곤해지면 집으
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젊은 화교들은 한국에 대한 귀속감이 더욱 약하다는 것이다.
다른 대다수 국가들의 신세대들은 융화가 잘되는 편이다. 언
어든, 생활습관, 윤리관, 친구관계 등이 모두 살고 있는 나라
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면에 한국내 신세대 화교들은 특
이하다. 통계에 의하면 성인 화교들의 경우 44.6%가 한국에
서의 장기거주를 희망하는데 반해 화교청소년들은 27.8%만
이 장기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화교 청소년 6.9%만이 한국 친구가 많다고 응답했고
81.9%가 중국 친구들이 많다고 했다. 한국 친구가 적음 신
세대 한국 화교들은 결국 한국에 장기거주에 대한 기대가 강
하지 않은 것 같다.

2.근로자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 거리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또한 중국
의 북방과 비슷하여 많은 출국 노동자들의 “우선국가”가 되었
다. 재한외국인 노동자들은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대부분 나
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공장의 작업라인은 조금 낫지만, 냉동창
고, 건축현장, 추수기의 수확과 짐수레끌기, 고기잡이 등은 아
주 힘들다. 2008년 이천의 냉동창고 폭발시 12명의 중국 노동
자들이 재해를 입은 것처럼 이런 일에 종사하는 것은 매우 힘들
고 어렵다. 연합뉴스에 의하면(출입국관리국 발표), 2010년 6월
말 현재 불법 체류인원은 17만 4천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이 80,474명으로서 전체불법체류자 중 46.2%에 해당한다. 상필
리핀, 말레이사아 인도네시아에서 온 불법체류노동자들에 비해
중국인의 수입이 가장 높지만 동시에 급여체불, 산업재해, 교통
사고 등 가장 높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
중국인노동자들의 가족들은 국내에 있으며 일부 외로운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슬부부(정식 결혼하지 않은 사이비
부부, 위장결혼)가 되는 경우도 있다.

3.결혼 이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 따르면 2013년 결혼이민
자가 150,865 명이며 2012년에 비해 1.6%가 증가했으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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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41.4%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7.6%, 서
울 19.9%, 인천 5.9% 결국 수도권거주자들이 반 이상을 차지한
다(53.4%). 이러한 다문화가정은 문화충격과 더불어 가정불화
와 함께 종족 혹은 민족멸시에 직면하게 된다. 다문화가정의 자
녀들도 한국사회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만일 앞으로
학교나 일터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큰 사회적 문
제가 될 수도 있다.

소하게 되어 심지어 교회가 없어지거나 어떤 곳은 억지로 유지
하고 있어 겨우 몇 사람이 있을 뿐이다. 비록 최근 대륙으로부
터 많은 수의 노동자들과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이 왔지만 경제
적인 원인과 성도들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화교중심 사역으로
부터 방문자 중국인 사역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 한성
교회의 경우 비교적 나은 편인데 한국에 온 직장인과 유학생들
을 위한 “에녹모임”을 만들었으며, 영등포교회와 인천교회 역시
노동자 선교를 시작했다.

4. 유학생
2. 노동자 중심의 중국인예배
중한 양국은 가장 가까운 접경국가로서 서로 왕래하기가 매
우 편리하다. 중국 산동성의 청도에서 인천 국제공항까지 도착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에 불과하다. 중국의 대부분 공
항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 노선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경제와
문화면에서 서로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 또한 한생
들이 한국으로 유학할 경우 학업과 생활 등 다양한 면에서 다른
나라에서 유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유학비용에 있어서도 유럽이나 미국 등 기타 나라에 비해 저렴
한 편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대학들이기에 한국유학
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오
는 유학생의 수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2003년 재한 중국인 유학
생 수는 5600여명이었는데 2011년에 이르는 6만5천명을 돌파
했다. 지난 8년간 11배정도 증가했으며 전체유학생 수의 73%
를 차지한다. 물론 그 이후 중국 유학생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4년에는 5만 4천여명이며 전체유학생의 64%에 해
당한다. 서울의 경희대학교(1753명), 한양대학교(1319명), 건
국대학교(1229명), 동국대학교(1111명), 고려대학교(1094명),
연세대학교(1015명)이다. 이러한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의 각
성(직할시, 자치구)에서 왔으며, 대부분 1980년대생 및 1990년
대생이다.

재한중국인 사역의 유형

1. 화교중심의 여한중화기독교회
여한중화기독교회는 1912년 미국선교사 부인 데밍(Deming)과 산동화교인 차도심 장로가 협력하여 한국기독교청년회
(YMCA) 방을 빌려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외국 선교사들과 한
국인 전도자들의 협조하에 교회의 기초가 든든하게 놓여졌다.
1965년 이후 여러 명의 대만 목사들이 와서 목양하다가 1978년
이후 한국서 태어나고 성장한 화교청년이 훈련을 받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여한기독교회의 사역은 화교가 담당하
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는 7개의 화교교회가 있는데 서울한성
교회, 영등포교회, 인천교회, 부산교회, 수원교회, 대구교회, 군
산교회 등이다. 화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여러 가지 제한정책으
로 인하여 1980년대부터 많은 화교들이 대만, 미국, 캐나다 등
으로 이민을 감으로서 1만 6천명 정도로 줄었다. 한국에 있는 화
교들이 이민을 떠남으로 인해 화교교회의 성도수도 자연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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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본다면 경기도 지
역에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440,735명(30.5%)로 가장 많다.
구체적인 도시 및 지역을 보면 안산시가 가장 많은 64,709명
이다. 그외 서울시 영등포구(53,666명), 서울시 구로구(41,622
명), 경기도 수원시(41,351명)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
다. 이러한 지역에 적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교회가 있다. 중국
인 노동자교회들은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는데, 한중수교 초기
에 선교단체와 몇몇 교회들이 이러한 사역을 시작했다. 당시에
중국 동북지방에서 온 조선족들이 많아 조선족 노동자 선교사
역은 초기에 주일예배에 몇 백명이 참석할 정도였다. 그 후 한족
노동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노동자 사역도 한족 중심으로 이동
하게 되었다. 노동자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국
만리 타향에서 의지할 곳이 없고, 열악한 상황에서 심지어 좋지
않은 사장들의 억압과 임금체불, 그리고 병이 걸려도 돈을 들여
병원을 가지 못하고, 공공장소활동에 감히 갈 수 없을 때 교회
가 가장 좋은 의지할 선택이 되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한국어교실, 무료이발, 진찰 및 치료, 월급 받아주기, 법률
자문, 은행송금 등 각종 복지활동을 제공했다. 현재 유학생사역
을 하고 있는 온누리교회도 초기인 1996년부터 중국어 예배부
를 통해 노동자들을 섬겼으며,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경기도
에서 서울의 온누리교회까지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 유명한 여
의도순복음교회 역시 처음에는 노동자사역을 했으며 기타 경기
도 지역의 새중앙교회, 수원제일교회, 남부전원교회 등도 십년
이상의 중국노동자 사역의 역사를 갖고 있다. 어떤 교회의 경우
가장 많이 참석했을 때는 한번에 800명이 넘게 참석하여 20대
의 대형버스로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서 오늘날 노동자 중 교회
출석 인원은 많지 않다. 그 원인은 최근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
장과 함께 소득이 많아지면서 한국으로 오는 노동자들의 수가
줄었다. 종전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여 심신의 피
로와 함께 귀국하거나 혹은 잡혀서 귀국했다. 게다가 노동자들
간에 인맥이 형성되어 더 이상 교회에서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노동자교회의 앞
날은 낙관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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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이민자사역
전문적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한국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마련하거나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동시에 이민자들도 한국사회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 결혼한 여성들이
주변으로부터 배척이나 거절을 당하고 난 후 교회의 같은 무리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찾게 된다. 예를 들어 성석교회 같은 경우
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열 다섯 혹은 열 여
섯 가정이 있는데 남편 혹은 아내가 한국인이라 중국어를 몰라
설교시에 조선족 목사가 중국어로 먼저 설교한 후에 다시 한국
어로 설교를 한다. 예배 후에는 “행복한 가정”나눔이란 활동을
한다. 그 나눔을 통해 부부간 문화충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서
로 화목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을 주
님께 인도하기 위해 교회는 봄·가을에 야유회를 준비하고 모
든 가족들과 교회가 함께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서 휴가를 보내
며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 아울러 특별히 “찬양의 밤”등을 준비
하여 예쁜 초청장으로 남편을 초청,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듣도
록 하고 있다.

4. 유학생 중심의 중국어(인)예배
유학생사역은 늦게 출발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연합
활동 등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
나고 있다. 유학생사역은 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주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중국유학생수
가 2만 명에 이르렀을 때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유학생 예배
가 시작되었다. 그 해에 온누리교회 중국어 예배는 노동자 중심
에서 유학생 위주의 예배로 전환했고, 사랑의교회 역시 정식으
로 중국어 예배를 시작했다. 소망교회 또한 그해 연말에 중국에
예배를 시작했다. 새문안교회는 2007년에 중국어 예배를 시작
하여 유학생 전문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여러 교회들이 중
국어 예배를 설립하였는데 그 중 많은 목회자들은 조선족들이
었으며 한족 목회자들은 몇 안 되었고 중국에서 돌아온 한국 선
교사들도 있다.
최근 한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중국인교회 혹은 유
학생교회가 일어나고 있다. 건대 후문에 위치한 “건대화인교회”
는 동선생부부와 한국집사가 함께 섬기고 있으며, 신촌에서 개
척된 “신촌유학생교회”는 연세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
목사가 설립하였다. 중국어(인) 예배는 대부분 대형교회에 속해
있지만 유학생은 유동성이 커서 일반적으로 방학 때문 귀국하
게 된다. 이를 출석인원을 중요시하는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바
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최근 사랑의교회와 온
누리교회의 중국어 예배는 교회의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주일 예배에 100명 넘게 참석하고 있다. 중국어 예배부는 주일
예배 외에 평소에 캠퍼스 전도 혹은 성경공부, 주말 혹은 주일
예배 후 소그룹 성경공부, 신앙생활 등을 나누고 있으며 그 외에
춘계 야외 예배, 여름수련회, 리더십훈련 등의 활동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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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중국어 예배부는 각 교회 개별적 활동 외에 연합적인 전도
집회 추석수련회 사역 등을 통해 재한중국인유학생들에 큰 영
향을 주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안

1. 패러다임의 변화
a. 선교지로서의 ‘한국’

한국교회는 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2만명 넘는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다. 한국교회가 해외를 주목하고 해외선교에 사
역, 특히 중국대륙에 대한 선교를 감당하는 가운데 인적 물질적
자원을 해외에 쏟아 부으면서 절대 소홀히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한국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선교이다.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전
도금지, 외국인들의 선교활동 금지 등의 종교정책 때문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복음 전할 대상을
만날 기회도 많지 않고, 중국 정부의 감시와 추방의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시대에 중국 대륙에서 쉽게 펼
칠 수 없는 선교사역들을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에는 중국학생들만 천명이상 되는 학
교가 아주 많다. 이들은 중국의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다. 캠퍼
스에서 이들을 향한 전도는 중국의 여러 도시에 선교사를 파송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새문안교회의 중국인예배부
의 유학생을 예로 들면, 중국의 22개의 성(직할시, 자치구)에서
온 학생들이다. 한국에서 이들을 향한 선교사역은 중국에 가지
않더라도 22개의 성(직할시, 자치구)를 향하여 선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갖고 있는 선교, 즉 선교는 그 나라에서만 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캠퍼
스를 새로운 선교지로 생각하고 국내에 있는 유학생 사역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된다.
b. 미래의 선교사 양성

한국은 비이민국가이다. 외국유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에 남
아 직장을 찾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일부 조선족 학
생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 정착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유학생
들은 졸업 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
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다하더라도 일정 정도에 이르면 더 이상 선교사
의 수가 늘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선교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
을 바꾸어 현재 유학생들을 미래의 “선교사”로 보고, 이 학생들
이 한국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훈련받아 예수그리스도로 세워져
중국 각 지역 및 영역으로 돌아간다면, 복음 또한 각 지역 및 영
역에 퍼져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무형의 “선교사”이다.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
하게 되는 동시에 중국복음화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국 교회는 계획을 갖고 매년 중국을 방문하여 귀국한 학생들
을 심방하여 중국에서의 신앙생활과 삶 그리고 직장 등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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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고 합당한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격려하고 믿음이 견
고케 하여 자신이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방을 통하여 그들
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가 상당한 재정과 인력,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고 예배를 취소
하기도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일부 초대형교회에
서는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고도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지 않
아서 중국어 예배의 성장과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 예배는 단지 외부사람들에게 교회의 역량을 “
보여주기”위한 식의 중국어 예배가 아니라 중국인 예배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2. 평신도의 참여: 우호적인 관계를 통한 연계
유학생 선교사역은 목회자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다. 교회 모
든 성도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속
에 들어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주위의 사람
과 좋은 우정 관계를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대부분의 유학생이 1980년대,
1990년대에 태어난 학생들로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중국 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
요하다. 그들의 인격은 물론 가정과 문화와 조국을 존중할 수 있
어야 한다. 만일 무시하는 태도로 접근을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
을 전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저명한 문학가 임어당(林语堂)선생께서 말하기를 “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 중, 그 어느 누구도 교리로 인해 믿은 사
람은 없다.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진정한 기독교
인들과의 긴밀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서로 사랑하라.’
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중국 유
학생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
고 있는가’, ‘진정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의 삶을 살아내
고 있는가’를 본다. 그들은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도
전일 것이고, 모든 전도자들의 도전일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
어 예배에는 막 한국에 와서 한국어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하여
한국 청년대학생이나 성도들이 시간을 드려 한국어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새로운 학생이 한국에 오면 공항으로 마중하거나 배
웅을 하고, 숙소를 알아봐 주거나, 복잡한 입학절차들을 돕는 사
역들을 감당하게 된다. 또 학생들이 이사를 가기를 원하면 집
을 찾고 이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섬김이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상당한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사역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돕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히 우리
가 품고 있는 신앙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 섬김을 통하여 자
연히 좋은 우대관계를 유지하면 때가 이르러 이들도 예수 그리
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3. 중국어 예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유학생 선교사역은 상당한 재정과 시간, 인력이 필요한 사역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강
력한 선교적인 인식과 열정이 없으면, 이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
가 어려울 것이다. 일부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설립한 중국
어 예배를 보고, 아무런 계획과 헌신 없이 중국어 예배를 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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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인 목회자에 대한 이해이다. 비록 중국인 목회자들
이 비교적 젊은 편이고, 전임 사역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국인 집사님이나 장로님들보다 유학생들의 어려움과
상황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목회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지
지하는 구도로 가야한다. 사역에 간섭하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
몇몇 중국인사역을 잘 하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은 중국
인 목회자가 스스로 중국어 예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권한을 주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 중국어 예배는 부서 담당 목
회자가 중국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권한
을 준다.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은 더욱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둘째, 중국어 예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에
나온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정
적인 인상을 줄 줄 수 있다. 특히 한국교회 내의 열심 있는 집사
님과 같은 분들은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의 형식을 그대로 중국인 예배에 적용하여 성장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나 마치 어린 아이가 어른들의 옷을 입을 수
없듯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거나 아직 온전히 교회 공동체 속으
로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
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국인 예배는 “예배 중심”이 되기
보다는 “선교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인 사역은
아직까지 개척 사역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성숙한 모형을 따
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선교가 점점 더 어
려워지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셋째, 중국어예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이다. 이 부분에 있어
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다. 유학생
선교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다.
왜냐하면 유학생사역은 인원이 자주 바뀌는 특성 때문에 예배
자체가 자립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배, 성경공부, 수련회, 캠퍼
스 전도, 심방 등 모든 방면에서 재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
부 교회에서는 몇 년 동안 중국어예배를 지켜보는 중에 출석인
원이 변함없음을 보고 재정적인 지원을 줄이거나 지지하지 않
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담당 목회자의 목회계획에 대한 지지이다. 일부
교회 중국어 예배의 장로나 집사가 자신이 부서책임자라 생각
하고 한국교회의 목회와 비교하여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간섭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결과 목회자가 목회 계획대로 사역
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교회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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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회자의 역량_교회연합선교 사역에 대한 동원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자기 교회의 사역만 잘 하면 된다는 인
식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자신이 역량이 부족함을 발견하
게 된다. 그러므로 유학생 사역을 잘 하려면 여러 면에 있어서
의 연합이 중요하다.

들을 진행한다.
c. 선교회의 연합

중국선교연합회(약칭: 중선협), 국내에 있는 20여개의 중국
을 위하여 선교하고 있는 선교단체들과 연합한다.
d. 종합성연합사역

a. 재한중국인 신학생으로 구성된 신학생 연합회

재한중국신학생친우회(이하 “중친회”)는 각 신학교의 중국
학생들을 연합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중국인 목
회자들과 연합한다. 이는 재한중국인 선교사역에 큰 도움이 되
며, 앞으로 중국으로 귀국했을 때 더욱 유익한 교류의 장이 된
다. 매년 6월 마다 전국 연합집회를 진행하여, 유명한 중국인 목
회자 혹은 신학교수를 초청하여 연합부흥회를 진행함과 동시
에,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황들을 소개함으로 신학생들
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마음과 각오를 다짐하도록 한다.
b. 각 교회 중국인 예배들의 연합

중친회, CHISTA, 중선연 등 중국선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중
국유학생 선교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각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 연합하고, 좋은 정보와 자원들을 나누고, 함께 중
국유학생 선교사역을 감당한다.
e. 국내외협력연합사역

국내교회와 목회자 연합인 내적인 연합과 함께 중국 본국교
회 및 해외 화교교회 등과의 연합을 말한다. 중국교회 및 해외
화교교회 역시 선교자금과 선교사를 보내어 함께 재한중국인사
역을 감당하는 동시에 함께 사랑의 깃발 아래 선교대업을 추진
해 갈 수 있다.(번역 : 조반석 선교사)

CHISTA(Chinese Students All NATIONS, 해외 중국유학생
복음연합회의 약칭)는 주로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음기
관이다. CHISTA는 해마다 각 교회들을 연합하여 추석연합부
흥회, 리더십훈련, 사역나눔, 전도집회 등 네 가지 주요한 사역

재한중국인 사역의 현황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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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한 몽골인 유학생 사역의 현재와 미래1)
이해동_DMN 상임대표, MOSTA사무총장

외국인1)유학생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다.
이런 과정 중에서 유학생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변경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려놓기까지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마음을
바꿀 태도의 준비를 하고 고국을 떠난다.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
이기가 ‘쉬운 마음밭’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다. 유학생들 복음
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잠재적인 영접 예상 대상자들이다. 더 나
아가서 회심한 유학생들의 영적인 힘을 어떠한 방향으로 축척
하고 발산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선교적 차원에서 기독교의 미래를 바라볼 때
도, 다음의 기독교세대를 세워가는 부분이기에 매우 중요한 부
분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변화되기 쉬운 마음밭을 가지고 한국에 입
국하는 재한 몽골인 유학생들의 현재적인 필요들과 사역적 시
사점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외국인유학생(디아스포라)들의 변
화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고자한다. 세 번째는 재한몽골
인 유학생 사역단체 발전 7단계를 살펴보고 결론과 미래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재한 몽골인 유학생의 필요들과 사역적 시사점

현재 한몽골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요가 있
다. 수업을 듣기 위한 한국어에 대한 필요와 영어 학습의 필요,
학업을 배우기 위한 전공적 지식 습득의 필요, 정서적인 외로움
에 대한 충족의 필요, 재정적 필요, 그리고 한국문화습득과 경
험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5가지의 대표적인 필요들은 현재 몽
골인 유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돕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재한몽골인 유학생들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방
해하는 요인중 첫번째는 재정적 필요이다. 몽골인 유학생들 중
에서 재정적 조달이 장학생(국가정부장학생(한국정부, 몽골정
부), 교환학생, 기타 장학생), 자신이 벌어서 공부하는 학생, 부
모나 친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로 나눌수 있다. 몽골인
유학생 전체가 3천6백명(2014.9월 출입국관리본부 월간통계)
가량인데 그중에서 장학생은 20%미만으로 추정된다. 부모나

친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부모나 친지
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많은 금액이 아니고 대개는 등록금이 모
자라는 부분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
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실토한다. 몽골사람
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제일 어려워지는 산업은 이사운송업계라
고 생각된다. 이동을 선호하는 유목민족인 몽골인들은 힘이 좋
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기에 이사업계에 많이 일을 하고 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이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되고, 하루일당이 12만원에서 14만원가량이기 때문에 하
루 일하면 일주일을 살아가는 용돈을 벌수 있다. 결국 일요일
에 교회나오기가 어렵다. 두번째는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에 오기 어렵다. 주말에는 밀린 숙제나 레포트를 작성하고, 스
터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일수록 일요일에 공부하
는 학생들이 많다.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 교회에 다니는 학생은
평균치 보다 매우 적다. 세번째는 주말에는 놀려 다녀야하기에
교회 오기가 어렵다.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국을 알아가기 위해
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며, 여행하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
는 몽골사람들이기에 주말에는 여행 하기를 선호한다. 또한 몽
골유학생들은 한류드라마, KPOP에 익숙하고 어렸을때부터 보
았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몽골유학생들이 한류드
라마 촬영장소인 남이섬과 남산타워 등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즉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여행하려고 하기에 교회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충족되어지는 필요도 있다. 정서적인 외
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다. 몽골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이야기
하고 수업을 듣다 보면, 몽골어로 몽골친구들과 수다 떨고, 이야
기를 하고 싶어지고, 몽골음식을 먹고 싶어지는데, 몽골어 예배
모임이 있는 교회나 모임에 오면 이런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
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ISF나 SEM이라는
사역단체는 한국어를 가르치며 전략적인 접촉점을 삼아서 사역
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유학하는 몽골학생들의 공통적인
필요중에서 또한 중요한 한가지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한다. 장
충교회 몽골예배에서는 영어를 예배 후에 가르치고 있다. 재한
몽골인 유학생들의 필요을 교회나 사역단체들은 어떻게 충족시
키주며,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고, 함께 기뻐할 것인가는 사역적
으로 중요한 시사점이요 접촉점이 된다

1) 본
 글은 제7회 국제이주자선교포럼에서 “재한외국인유학생사역”으로 본인이
발표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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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의 디아스포라 분과를 맡고있는 에녹 완(Enoch Wan)은
디아스포라 사역의 선교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2)
에녹 완은 특별히 유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주민 즉 디아스
포라 사역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대략
적으로 큰 부분만 제시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1단계는 mission TO diaspora, 2단계는 mission THROUGH diaspora, 3단계
는 mission BY/BEYOND diaspora이다. 이러한 구분에 의할 때,
1단계인 mission TO diaspora 사역은 한국내에서 발생되지만, 1
단계 사역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귀국하는 유학생들이 본국에
귀국자 교회를 개척하는되면 2단계인 mission THROUGH diaspora 사역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몽골의 경우는 한국에서 예
수를 믿고 몽골로 귀국해서 교회를 개척한 숫자가 30개교회가
된다. 몽골전체교회가 470여개로 파악되는데, 이는 몽골전체교
회중에 6.4%이다.3) 3단계는 mission BY/BEYOND diaspora는
제3국에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사역이다.
ISF의 지문선 목사는 제시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4단계
접근법을 제시한다.4) 4단계 접근법에 의하면 1단계는 만남이
다. 유학생 사역은 그리스도인과 친구로 만나 관계를 맺는 것으
로 시작한다. 2단계는 유학생 공동체 세우기이다. 유학생을 위
한 정기모임에 많은 유학생이 오지 않더라도 소수의 유학생에
게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반응에 따라 성경공부 시간을 갖
는다. 모임은 1:1이나 1:2로 구성하고 전인격적인 만남이 되도
록 지원한다. 3단계는 리더십 세우기이다. 모임이 안정되고, 규
모가 커지면 반드시 유학생 리더를 세워 리더십을 이양하도록
한다. 4단계는 현지사역이다. 외국인 유학생 사역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
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위디의 문창선 목사는 5단계 사역론을 말한다.5) 이것
은 유학생들만에 특정 지은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5단계 사역
론이다. 1 단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점을 가지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모임을 갖는 단계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만남
이다. 즉 우정에서 복음전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2 단계는 대상자와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점이 1단계 사역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예배와 교육이
중요하며, 부수적으로 상담 친교 구제 사역으로 진행되어진다
고 볼 수 있다. 2단계에서의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제자훈련이 가능
하다. 3 단계는 교회 안밖에서 그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모

2) E
 noch Wan, “Diaspora missiology : Theory, Methology, and Practice”(Institute of
Diaspora Studies, 2011), p.6.
3) 이
 해동, “귀국자몽골디아스포라들의 본국교회개척”(Korean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2014년 7.8월호).
4) 지
 문선,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4단계 접근법”(목회와 신학, 2013년 4월호,
두란노), p.65..
5) 문창선, “이주자 사역 가이드라인”, (이주자 사역을 위한 가이드 제시, 국제이

임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역파
송의 단계이다. 선교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재생산이며, 이주
자 선교에서도 이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국내로 모여진 이주자
들이 전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선교의 재생산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이주자 선교의 의미요 목표라 할 수 있다고
본다. 5 단계는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국내로 모여진 이
주자들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에 즈음하
여 세계로 흩어진 750만 여명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2만 2천 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국내 이주자들과 선교적 네트워크를 통
해 사역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다.

몽골 유학생 사역 현황

현재 한국에서 몽골인 대학생을 상대로 사역하는 단체는
MOSTA, YDMN 등이며, 일반몽골인교회 중에서 몽골유학생
비율이 높은 갈릴리교회, 장석교회, 장충교회, 서울몽골연합교
회, 에즈미야교회, 동대문몽골교회, 몽골제자교회, 새문안교회,
경희대교회가 있다. 11개 가량의 교회와 단체들이 있다. 그외에
는 동신교회, 안산온누리, 서빙고온누리, 부천몽골교회, 의정부
몽골교회, 금란교회, 주안장로교회, 게르방교회 등 8개 교회에
도 몽골유학생들이 있다.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는 주
체로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교회, 선교단체, 대학내교회이다. 이
는 몽골유학생 사역에서도 동일하다. 재한중국인유학생사역의
경우는 중국유학생들이 모이는 교회만 45개 가량이다. 하지만
몽골유학생은 3,683명(2014.9월 출입국관리본부)중에서 7개교
회, 2개단체, 1개 대학교내단체 정도이다. 중국유학생은 56,777
명 중에서 45개 교회이다. 또한 베트남은 현재 4,717명의 유학
생이 한국에 존재하는데 베트남 유학생사역은 사실상 전무하
다. 재한몽골유학생사역은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
용허가제로 제도를 변경시킨 후(한국요인) 학생들이 대폭증가
하기 시작해서, 몽골의 경제발전(몽골요인)으로 노동자가 아닌
유학생으로 재한몽골체류의 목적이 변화된 결과 시작되었다.
[표1] 한국체류 총외국인, 유학생, 몽골유학생 추이
한국체류
총외국인(A)

체류
유학생(B)

비율
[B/A]

한국체류
몽골인(C)

몽골
유학생(D)

비율
[D/C]

2003

678,687

9,705

1.4%

16,824

226

1.3%

2004

750,873

17,023

2.3%

20,104

322

1.6%

2005

747,467

24,797

3.3%

22,475

738

3.3%

2006

910,149

38,649

4.3%

28,392

1,169

4.1%

2007

1,066,273

56,006

5.3%

32,493

1,709

5.3%

2008

1,158,866

71,531

6.2%

32,206

2,747

8.3%

2009

1,168,447

80,985

6.9%

30,674

3,691

12.0%

2010

1,261,415

87,480

6.9%

29,920

4,405

14.7%

2011

1,395,077

88,468

6.3%

28,634

4,958

17.3%

2012

1,445,103

84,711

5.9%

26,461

4,952

18.7%

2013

1,576,034

81,847

5.2%

26,461

4,166

15.7%

2014.9

1,628,771

89,847

5.5%

24,875

3,683

14.8%

출처 : 각 연도말 출입국관리본부 통계연보 및 월보

주자선교포럼, 2011), pp.9-10...

재한 몽골인 유학생 사역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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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한몽골인 유학생만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는 사실 없
다.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과 유학생이 함께 존재하는
가운데 유학생비율이 비교적 높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 장충교회가 몽골인 유학생 비율이 제일 높다. 장충교회의
YDMN은 2007년부터 시작한 유학생을 중심으로 모이는 단체
이다. 사역을 처음시작할 때 교회 조직안에서 할 것인가, 선교
단체의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재한몽
골인 교회들을 섬기기에는 선교단체의 모습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2007년에 선교단체의 형태로 시작됐다. YDMN 재한
몽골인교회들에 통역자와 사역자와 리더들을 양육해서 파송도
하고 있다. YDMN은 매주 토요일 30~40명이 모여서 예배와 성
경공부와 교제를 나누고, 매주 금요일에는 리더성경공부 모임
을 진행한다. YDMN은 유학생 대 노동자의 비율은 대략 7:3에
서 8:2가량이다. 이는 몽골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함께 했던
친구들로써, 노동자로 온 친국들을 사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몽골인의 정서상 교만한 단체로 비취어지기 쉽다. 평등사
상이 강한 몽골문화와 충돌할 수도 있고, 학생친구와 함께 온 몽
골노동자를 사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게 해 복음을
제한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몽골청년대학생사역으로 명명하고
모두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몽골유학생 수련회인 MOSTA는 2012년7월에 시작되어 3회
에 걸쳐서 새신자 모임축제를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진행했
다. MOSTA 이사중에서 1명은 몽골인이다. 2014년 MOSTA
는 재한몽골인사역이 최근 귀국한 몽골인들의 급증으로 매우
쇠락한 재한몽골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2007년
에는 최대 3만4천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체류했었으나 현재는 2
만3천명 가량으로 급락했다. 몽골의 경제발전으로 몽골에 여러
기회가 발생하자 몽골인들이 몽골로 대거 귀국하였다. 재한몽
골교회도 2007년도에는 100개가 넘었으나 2014년 현재는 45
개이다. 그 이후로는 한국체류 몽골인의 구성이 노동자에서 유
학생으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즉 2003년도에는 유학
생비율이 전체 재한 몽골인 중에서 1.3%였고, 2007년도 5.3%
였으나, 2010년도는 14.7%로 2012년에는 18.7%로 구성이 변
화한다. 이러한 변화에 재한몽골교회가 잘 대응하지 못한부분
도 있었고, 전도하는 분위기가 위축되기도 해서 재한몽골인 교
회가 급속히 쇠락했다. 이에 필자는 몽골사역자들과 2014년 9
월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10월3일~10월4일에는 재한 몽골인
18개 교회의 133명의 리더들과 전도세미나를 생명의 빛 예수
마을 예배당에서 가졌다. 2014년11월8일(장충교회 본당)에서
200명~ 300명의 재한몽골인 기독교인들이 한 달 동안 전도해서
400~500명의 몽골인들을 전도해와서 전도집회를 가지게 되었
다. 이날 약40여명이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은혜도 있었다. 장
석교회 몽골예배는 광운대 몽골인 전체 약50명 가운데 10명의
새신자를 초청해서 데리고 왔으며, 안산 온누리교회 몽골예배
도 산업대에서 20명중 4명을, 갈릴리교회는 서울대 몽골학생을
20명을 초청했다.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재한몽골인 교회에 새
로운 전도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재한몽골유학생사역이 재한
몽골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카이로스적 역할을 한 것이다.

12

 한몽골인 유학생의 상황을 중심으로 본 사역단체 발전
재
7단계

필자는 유학생사역 발전 7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접촉단계이다. 필자는 2007년에 재한몽골인 유학생 사역을 시
작했다. 먼저는 접촉점이 필요했다. 해당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
을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접촉점은
디너파티, 한국어와 영어 공부, 한국인 친구사귀기, 악기배우기,
교수의 권유, 예배, 동아리모임, 친구의 권유 등으로 접촉이 시
도되는 시기이다. 접촉점의 원리는 유학생들의 절박한 필요이
다. 이를 빨리 파악해서 이 부분을 접촉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접촉점은 해당국가나 민족의 특성이 반영된다.
예수님도 병든자를 치료하셨고, 배고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
다. 이들의 절박한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몽골학생들은 바
다가 없는 내륙국가이기에 한국에서 경험하는 새신자 초청잔치
로 바다에 놀러가는 것 자체가 큰 접촉점이 된다.
2단계는 관계구축 단계이다. 관계구축이란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유학생과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
으로 관계가 형성되면 관계구축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라포(rapport)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젊은 유학생들은 개방적이
고 일단 본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배우려고 왔기 때문에 외국문
화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
유학생사역의 접촉점을 가져가기가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이
를 통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명의 나병환자 중에
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진 사람은 단 한명이였다. 재한몽
골인의 경우도 100명이 바다에 놀러 가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
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사람은 10%가량이다. 개인적 관계를
기독교적 관계로 유도할 때 몽골유학생들이 거부하기도 한다.
상대방인 유학생들이 교회나 선교단체의 행사는 전도를 전제하
고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유학생들이 자신의 목적(예를 들면 바다가는 것)이 이
루어지면 복음제시 등에는 거부하는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3단계는 기독교 공동체 단계이다. 개인접촉 후 형성되어진
관계를 집단화하는 것이다. 대체로 초기단계에는 2명이상 10명
이하로 예배 혹은 성경공부그룹의 형태로 유지된다. 사역자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외국
인 유학생 초청 행사 후 몇 명은 남고, 영접하게 되고, 공동체로
세워지고 성장해 가게 된다. YDMN은 처음에 2007년2월부터
7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5개월동안 성경공부만 했다. 우리 사역
의 기준은 성경이요, 예수님의 사역이다. 요1:35절이하를 보면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서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사도요
한을 세례요한에게서 받으셨다. 필자는 여기서 해답을 찾았고,
몽골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양육한 몽골청년들 중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7명을 받아서 사역의 시작을 하게 되었다. 첫 번
째 그룹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역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
므로 현지선교사와 네트워크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지에서 잘
훈련된 몽골청년과 한국에 와서 예수를 처음믿게 된 학생들을
잘 조합해서 가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YDMN의 비율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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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현재는 대략 5:5가량이다.
4단계는 영적재생산(영적손자손녀)의 단계이다. 그룹성경
공부에서 세워진 리더들이 다른 새신자 유학생들을 신앙인으
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에
YDMN에서 바다에 함께 갔을 때, 예쁜 몽골여자 유학생을 보려
고 온 똑똑한 남자 몽골 유학생(림베)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 형
제의 생각이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믿고 성공을 위해서 한진
그룹장학생(KAL)으로 한국에 왔지만 YDMN 몽골공동체 안에
서 차츰 변화되었고, 재생산(영적손자)이 이루어져서, 그는 현
재는 몽골현지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다. 4단계인 영적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진행될 때 쯤이면 기숙사훈련을 고려해 보
아야한다. 이런 일은 어렵고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지만 바로 방
향이 잡히기만 한다면 매우 효과적이다. 이는 유학생들의 이동
성 때문이다. 영적재생산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젊은 청년들
이 은혜 받은 후 그들의 영적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분출되도
록 하느냐가 사역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에너지가 복음전도를 하는 측면으로 분출되도록 해야 한다. 두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기에 성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
는 것으로 영적에너지가 발산되도록 기도하고 훈련하며 가르쳐
야 한다. 이어서 선교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도록 동원해야 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제조건은 주님이 허락해 주신 유학생들
의 달란트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고 이 부분으로 영적
에너지를 분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단계는 헌신자배출이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돈과 성공
과 미래의 행복이였는데 이러한 인생의 행복이 예수님으로 인
해서 바뀌는 헌신자의 배출이 되는 은혜의 시기다. 한국에 공부
와 성공을 위해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왔지만, 주님을 위한 것으
로 인생의 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주님 때문에 영적인 가난
한 거지가 될 수 있고, 마음이 정결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것을 감수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단계이다
6단계는 헌신자 그룹 형성이다. 헌신자가 한명이 아니라 여
러 명이 배출되어야 한다. 헌신자 중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
람도 있고, 선교사적 삶을 직장과 학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배출된다. 몽골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한
다. 개종한 유학생들은 유학을 가기 전과 돌아온 후의 생각이
달라져서 부모와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특히 장례식 등에
서 매우 어렵다. 회사생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려
움을 느낀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회사
에 취직해서 한국에서 보다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
간다. 또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기에 결혼이후의 자녀교
육과 부부모임도 중요해진다. 이들을 도와 헌신자 공동체가 만
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들이 다수 배출되고 자치(Self-Goverment)가 이루어지는 시기이
다. 이때는 후원도 유학생출신 후원그룹들의 역할로 충당된다.
환경적 변수로 사역의 방향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나도 이런 외
부환경변화요인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파악과 영적인
안목, 대처능력이 생겨야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
다 하겠다. 외국인 유학생 사역은 곧 본국 귀국자들에 의한 교
회 설립, 선교사파송, 해외 다른 지역에 동일민족 유학생사역의
도전과 전개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미래적 상황을 준
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미래와 결론

재한 몽골인 유학생사역의 미래에 대해 세 가지 점을 언급하
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역 대상의 변화이다. 재한몽골인사역
은 1996년 유해근 목사(나섬교회), 주안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에 의해 노동자사역으로 시작해서 2007년 YDMN의 몽골유학
생사역으로 발전되었다. 한국과 몽골에서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기독교인이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누며 가
르치는 사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는 재한몽골인 유학생사역의 추가적 확산이다. 아직 재
한외국인유학생사역은 초창기이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대상자
인 중국인 유학생의 복음화율이 3%가량이고, 몽골은 약300명
가량으로 8.1%정도이다. 다른 국가들은 더 미약하다. 베트남
은 4,717명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있지만 기독교인은 1%도 안된
다. 또 몽골 본국에도 기독교인이 몽골 전체 인구 3백만명에서
1%에서 2%가량이다. 유학생 사역을 통로로 해당 민족 전체 사
역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유학생 사역은 결국 사람
을 키우는 것이기에 사람을 잘 양육하는 기본이 끝까지 잘 지
켜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동력화하는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
다. 사람을 만나서 성공과 자기중심의 세계관이 사랑과 예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
누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걸고 나갈수 있는 헌신이 있
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 사역 단체가 지향
해야 할 점이다.

7단계는 헌신자들의 자치단계이다. 이제는 헌신자 그룹들이
비젼을 가지고 재한 몽골인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재미몽골인
유학생, 재중국몽골유학생들에게 나가는 비젼을 가지고 나가
며, 외부에 선교사로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룹

재한 몽골인 유학생 사역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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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여행 이후, 왜 삶과 사역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황예레미야_그나라선교센터

단기선교여행 이후가 더 중요하다

단기선교여행의 긍정적인 열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
에서 볼 때 한국교회의 단기선교여행에 대한 반성과 재고는 불
가피하다. 무엇보다 선교를 빙자한 관광성 방문과 이벤트식 단
기선교여행의 남발, 선교수행자 중심의 활동,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들, 연속성을 상실한 채 진행된 일회성 사역들, 선교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역연구의 결여와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준비미
흡으로 야기된 문제들, 문화에 대한 존중과 상호배움이 결여된
일방통행식 사역들, 성육신적인 삶을 동반하지 못한 선교활동
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 편향된 선교적 통찰에서 기인했던 공
격적이고 무례한 선교방식들..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은 선교현
장은 물론이고 한국교회 내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결과
를 초래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바로 단기선교여
행에 참여한 이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 이후 선교적 삶과 지속
적인 선교사역에로의 헌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이다. 이는 선교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져온다. 선교는
국경을 넘어 타문화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만난 이방인들과
의 만남에서 수행되는 것 뿐이지, 지금 내가 선 이곳에서 지속
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한 것이
다. 실제로 해외 선교현장에서는 긴장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충
실히 사역을 수행하던 이들이 정작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서는 마치 모든 임무를 다 종료한 것처럼 선교적 삶과 지속적인
선교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기선
교여행은 선교적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역사를
이어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연속적인 선교활동의 일부로서 보다
전략적이어야 한다. 단기선교여행은 선교수행자에게 보다 구체
적인 선교적 삶으로의 헌신을 가능케 하는 결단의 기회가 되어
야 하며, 장기적인 선교헌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크고 벅찬 꿈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
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해단식은 끝은 아니다. 단기선교여행 이
후가 더 중요하다.

단기선교여행 이후 왜 삶과 사역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단기선교여행은 단기간에 집중력 있게 수행되는 만큼 지도력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기선교여행의
성패에 리더의 역할은 중대하다. 인솔자가 누구며, 어떤 통찰력
을 가지고 영적지도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참가자들은 섬김과
희생, 지속적인 선교적 열정과 더 깊은 하나님 나라 선교에로의
헌신을 자극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선교와 선
교현장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이해, 배타적이고도 패권적인 태
도를 습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 리더에게 있다. 그래서
단기선교여행팀의 경우, 무엇보다 리더가 중요하다. 지역 교회
들의 경우, 단기선교여행팀의 인솔자들은 대개 부교역자나 경
험있는 청년대학부 선배들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단기팀을 파
견할 때마다 매번 부교역자들을 교체하면서 인솔자로 파견하는
교회들도 있다. 부교역자들에게 담임목회를 하기 전에 선교경
험을 제공해주기 위한 교회의 목회적 배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경우에 이들을 인솔자나 책임자로 보내는 것은 그리 바람
직하지 않다. 충분한 선교적 전문성과 필요한 준비를 갖추지 못
했다면 차라리 팀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그러한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
이렇게 인솔자가 매 번 교체되거나 편향적인 경험의 소유자
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단기
선교여행과 그 이후를 기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동체
속에서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해서 선교현장에서조차 선교
적 통찰과 합당한 지도력을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과신
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교에 대한 부름에 응답하여
일정한 훈련과 준비를 통해 단기선교여행에 참여할 수는 있지
만, 인솔과 그 후속조치는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과 전략적인 헌
신을 담지하고 있다. 전문적인 사역을 비전문가들에 의해 비전
문적인 형태로 반복해서 과감히 진행하는 것은 선교적 일관성
과 연속성의 상실을 초래하며 무엇보다 선교여행 이후의 삶과
사역에서 큰 차이를 빚어낸다. 단기선교여행 이후, 지속적인 선
교적 삶과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것
이다. 선교적인 삶과 사후 선교활동은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한
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선교는 그리스도교 공동
체 전체에게 주신 공적 책임이요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
회는 큰 안목을 갖고 선교전문가를 양성해 내고, 인솔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만 한다.

1. 전문적인 선교사역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비전문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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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교육은 있으나 사후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단기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행한
다. 기도준비와 신앙훈련, 선교 관련교육, 지역연구와 언어훈
련, 사역과 활동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 등 적지 않은 시간을 준
비과정에 할애한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대범하게 선교
현장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사전교육에
비해 사후교육과 목회적 돌봄이 현저하게 빈약하거나 전무하다
는 것이다. 사후양육과 목회적 돌봄과 진로상담, 지속적인 선교
교육은 선교의 미래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단기
선교 여행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 교육과 체계적인 후속조치는
참가자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선교적 헌신과 선교적 삶
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는 지역교회의 선교적 체질과 역량을 강
화하고 극대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사후교육은 단기선교여행에 참여한 이들에게 성경을 새롭게
읽게 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인
류가 당면한 현실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적
책임과 거룩한 소명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해 주어
야 한다. 사후교육과 목회적 돌봄은 선교지에서 얻은 여러 도전
과 질문들을 가지고 더 깊이 가슴앓이 하게하며, 각자가 속한 가
정과 학교,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 삶을 치열한 선교
적 삶으로 살아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바람직한 선
교교육은 매일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 현장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선교적 신앙교육을
통해 평신도들의 선교적 소명과 직업적 소명이 통일되게 해 주
어야 한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나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
나님 나라의 비전에 포로가 되어, 무너지고 일그러진 세상 속으
로 다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 준비를 해 주어야 한다. 지역
사회이든지, 국경을 넘어가야하는 세계 현장이든지, 이 세계 모
든 곳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선교 현장임을 반복해서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계의 현실을 구
체적으로 가르치고, 모든 평신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
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독려해야 한다. 그러할 때 각
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전문성, 비전과 소명을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워나가는 아름다운 물결로 겸손히 흘러가
게 될 것이다.

3.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선교적인 시스템과 로
드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단기선교여행을 연중행사로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다. 청년
대학부나 교회의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기
도 한다.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 선교보고회를 갖기도 하
지만 대부분은 관련부서 안에서 그 열매를 나누는 경우도 많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선교활동과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선교업
무를 조직적으로 총괄하고 지원하는 신뢰받는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목회적 투자는 목회자의
마인드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대형교회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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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교회를 막론하고 사정은 비슷하다. 아무리 단기선교여행에
서 받은 영적인 도전과 선교적인 헌신이 컸다고 해도 목회적인
투자를 통한 재생산 시스템이 동반되지 않으면 체계적이고 장
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담아내고 지속시켜나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선교의 헌신은 개인의 몫이 되
어 버리고 만다. 선교적인 시스템과 선교에 대한 로드맵이 미흡
한 경우, 대부분의 단기선교활동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잃고 일
회성 사역으로 표류하고 만다.

4. 전문적인 선교기관과의 협력과 연대가 부족하기 때문
이다
지상명령의 세계적 성취는 특정 교회나 교단, 일부 단체나 헌
신된 개인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다. 특정 사역이나 특정한 세대
에 모두 위임된 적도 없다. 특정한 이들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활동은 기독교 공동체의 전
지구적인 연대와 초교파적인 협력이 없이는 태생적으로 불가능
하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의 선교적 협력과 네트워크
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교적 연대를 통한 협력 선교는
성경적 원리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
해서도, 지역을 바꾸어가는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매우 깊이 성찰해야할 부분이다. 한국교회 단기선교여
행팀은 한국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과만 일하는 경향이 두드
러진다. 끊임없는 도전과 위험에 직면하는 선교현장에서 고질
적인 개교회주의나 민족주의, 각 단체나 교단의 영역을 사수하
려고만 하는 배타적 헌신은 또 다른 진통을 가져올 뿐이다. 각
자의 경험과 편향성을 넘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 과
감하게 경계를 넘어설 줄 아는 용기 있는 선교적 협력, 아름답고
과감한 연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선교현장에서 꽃 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나 결국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만다. 이는 단기선교여행의 현장에서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선교기관과의 협력과 연대는 단기
선교여행 이후 선교적 삶과 지속적인 선교사역, 장기적인 선교
헌신을 훨씬 수월하게 해 준다.
21세기에 들어 특히 NGO들이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교회
를 압도하는 사회적 양심과 공공의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회는 건강한 기독교 NGO 및
전문 선교기관들과 장기적이고 치밀한 선교적 협력관계를 맺고
교회의 선교사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자체 프로그램
이나 감성적인 이벤트, 교회설립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선교사역에만 머물지 말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보다
광대한 세계 현장으로 과감하게 보내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전문적인
선교기관과의 협력과 연대는 큰 유익을 준다.

5. 국내에서 세계선교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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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세계선교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단기선교여행 이후 선교적 삶과 지속적인 선교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기도하지만 국내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는 기도와 사역의 범주가 닿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까운 곳에
그러한 이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만
한 좋은 사례들을 접하지 못해서 이기도 하다. 지역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보다 창의적인 선교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기
선교여행팀을 세계선교현장에 파견하는 것과는 별도로 철저한
지역연구와 설문조사, 선교적 필요를 조사하는 수고가 동반되
어야 한다. 실제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들을 만나서 그들의 목
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곁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삶에 대해 적지
않은 공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 좋
은 우정을 맺어야 한다. 인내심 있는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통해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책임 있게 섬길 수 있는 꼭 맞는 사역의 대
상과 사역을 찾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다소 시행착
오도 불가피할 것이다. 아무튼 지역 주민들과의 깊은 소통 없이
일방적인 선교행위만으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노동자들,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세계 땅
끝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이웃으로 와 있다. 불과 130여 년 전만
해도 은둔의 나라였던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각국의 세계 시민들
이 와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
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선교적 기회이다. 과거에 비해 지금 선
그 곳에서 세계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청년 대학생들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
로 한 선교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참으로 매력적인 세계선교다.
외롭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의 필요를 섬겨주며, 그들과 상호해석학적인 만
남을 통해 서로를 배워가고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은 한국교회
청년들의 삶과 신앙에도 상당한 도전과 자극을 줄 것이다. 외국
인 유학생 선교는 타문화권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높은
선교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복음 전도가 법적으로 금지된 나
라의 젊은이들에게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전할 수 있
다. 또한 한국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개방성과 수
용성을 가진 유학생들인 만큼 그 열매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외
국인 유학생 선교다.

를 역설하고 있다. 복음은 끊임없는 변혁성을 가지고 선교현장
뿐 아니라 선교수행자의 삶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수정과 회개
를 촉진한다. 선교는 반드시 자기 변혁을 동반한다. 선교에 참
여한 이들은 단기선교여행을 통해 선교를 수행하지만 동시에
선교수행자와 자신이 속한 교회를 더욱 복음적으로 바꾸어가는
성령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수종들어야 한다. 선교지에서의
강력한 하나님 경험은 지역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선교의
대행자로서의 ‘선교적인 교회(Missional Church)’로의 체질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해 없이 단기선교여행
을 파편적 사역으로 이해하는 경우, 선교는 교회사역에 있어 하
나의 중요한 목회 프로그램 이상으로 자리하기 어렵다. 이는 단
기선교여행 이후 자신의 삶의 자리나 목회현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선교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장기적인 선교사로의 헌신을 가져오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맺는 말

교회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 한 복판으로 파견된 하나
님의 선교공동체이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체의 세계변혁운동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
인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
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선교
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며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
적인 기능이다. 교회가 선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가 교회를 가진 것이다(It is not that the church has a mission but
that God's mission has a church). 에밀 브루너의 말처럼 불은 타
오르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하므로 존재한다. 예수 그리
스도의 삶과 사역을 철저히 그 목회현장에서 복원해나가야 할
교회의 존재 근거와 방식은 그래서 선교에 의해서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존재
근거가 선교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
도인들의 존재 방식 역시 선교에 의해 구체화됨을 의미한다. 선
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사명이
다. 이러한 큰 안목에서의 접근 없이는 한국교회 선교에서 발생
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결코 돌파되기 어렵다.

6. 선교와 복음에 대한 신학적 오해 때문이다
단기선교여행 이후 삶과 사역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또 하나
의 이유는 선교와 복음에 대한 신학적 오해에서 기인한다. 많은
이들이 세계선교를 국경을 넘어 타문화권에서 수행해야하는 해
외 선교 활동으로만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선교에서 정말 중요
한 것은 복음을 통한 선교수행자의 가치관과 삶의 총체적인 변
화다.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과연 누구에게 증거할
수 있으며, 이 복음에 자신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걸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방인 고넬료와의 선교적 만남을 통해 선교수
행자인 베드로에게 일어난 충격적 변화는, 선교란 선교의 대상
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교수행자도 함께 변화시킨다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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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겨울 영미권출신 베테랑 선교사와 함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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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역 10분거리

21세기단기선교포럼 2

단기선교여행 이후의 후속 교육의 실제
장창수_WEC, 분당우리교회 선교코디

적절한 단기선교 여행을 통해서 제공되는 도전과 은혜는 실
제적 후속교육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 중심에
선교를 깊이 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적절한
후속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교회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
을 세가지 차원 즉 선교적 일상, 선교적 헌신, 선교적 교회로 구
분하여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후속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 지역교회 선교사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선교적 일상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행 5:42)
단기선교여행을 마친 성도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
간다. 선교의 준비과정에서 현장사역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은혜와 도전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선교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후속교육의
목표 한 가지는 단기선교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참가자들이 선
교적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의 양육이 맞물린 것으로 성경(Text)과 자신의 환경(Context)를
이해해 가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러한 선교적 일상을 위해서 몇
가지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1. 선교학교 기본과정 -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로 부르는 선교학교 기본과정은 Missional
Theology를 바탕으로 8주과정이 편성되었다. 1년에 상반기 하
반기 2회를 실시하는데 교육의 목표는 세상 안에서 모든 그리스
도인들의 소명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이 살도록 돕는
것이다. 8주간의 교육내용 편성은 다음과 같다

미셔널라이프 과정
1주차_ 하나님의 선교
2주차_ 선교적 성경읽기 (1)-구약
3주차_ 선교적 성경읽기 (2)-신약
4주차_ 선교적 교회

20세기 초부터 선교의 반성과 성장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선
교 (Missio Dei)에 대한 자각이 서구교회의 침체 가운데 교회
의 존재목적에 대한 고민에도 영향을 주어 레슬리 뉴비긴의 영
향 아래 진행된 교회의 존재목적에 대한 토론과 연구는 1998
년 ‘Missional Church’라는 책의 출판을 이끌었고 이후 전세계
적로 확산되어 교회의 선교적 회심은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Missional Church 가 지양하는 사역은 정리해 보면 (3P assessment) 교회의 사역이 Program 에서 Process 로 그리고 최종적
으로 Product 차원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Program 레벨은 많
은 사역이 진행되지만 결국 단발적으로 중단되거나 다른 사역
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고한 철학이나 미래계획을 바
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된다.
Process 레벨은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아래서 진행되는 것
으로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매우 긍정적인 사역형태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더의 철학이 확고한 만큼 편향
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몇 스태프들
이나 유급직원들이 투입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회중
의 역할을 재정후원이나 단순참여로 전환되게 한다. Product 레
벨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
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관점과 묵상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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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_ 복음과 문화
6주차_ 국내선교-사역과 사례
7주차_ 해외선교-사역과 사례
8주차_ 보냄 받은 나

교재는 아직은 이와 같은 내용의 출간교재가 없는 관계로 사
역자가 직접 작성한 교재를 인쇄하여 사용하며 도서과제와 마
지막 주차에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듬어진 주어진 영역 안에서
(삶의 현장, 국내, 해외)의 사역계획이나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주어지는 조건은 준비된 사역과 아이디어가 선교적이며 실제적
이고 연합적이자 창의적인 요소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마지
막 주차에 이에 대한 발표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세대별로 연령
별로 전문사역자의 생각의 틀을 깨는 아이디어들이 발표되며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수료증을 나누
어 주는 시간에는 이것이 교육 수료증이 아니라 일상의 현장으
로의 파송장이라고 하며 격려한다.
지난 교육과정을 돌아보면 상반기 수강자들은 이어지는 심
화과정 참여나 여름 단기선교 사역에 참가율이 높았고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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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는 단기선교 참석자들 가운데 수강하는 성도의 비율이
높았다.

2. 선교포럼 - 특정사역 관심자들의 열린 모임
하나님의 선교 아래서 세계화와 도시화, 교통, 통신의 발달은
선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BAM 이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선교,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빈곤과 더 이슬람
화 되어가는 아프리카 대상사역, 지역의 변화를 통한 점진적 복
음전파 사역인 총체적선교, 작은 과학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적정기술 등 다양한 장르 선교적 사역들
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는 자신의 전문
성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들을 찾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선교부 안에 소속시키는 것보다
는 좀더 관심주제 중심의 열린 선교모임을 생각하다가 기획된
것이 교회내 ‘포럼’이다.

▶ 현재 기획 및 진행예정 포럼
비
 즈니스 선교포럼, 총체적 선교포럼, 아프리카 포럼, MK
교육포럼
운영은 선교부내에서 해당포럼에 담당자를 세우고 “공개강
좌 (관심자 파악) → 초청강좌 (비전강화) → 비전캐스팅 (포럼
형성) → 교육과 나눔 (모임진행) → 사역”의 과정을 진행한다.
포럼은 열린 모임으로서 선교부의 소속을 강조하지 않고 다양
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성도들의 참여를 목표로 하며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확대 선교사역을 진행한다.

선교적 헌신

단기선교여행이후 후속교육의 또 하나의 목표는 일상의 선
교를 넘어 삶의 방향과 현장을 전환하여 보다 깊이 실제 선교현
장에 헌신하는 장단기 사역자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단기선교
여행 참가자들을 살펴보면 사역을 통해서 선교적 도전과 소명
을 받은 이들도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가져온 마음을 확증하고
다지기 위해서 참가하는 이들도 있기에 대상에 따른 적절한 후
속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
행하는 사역들을 교회내부만이 아닌 사역의 대상과 범위를 넓
혀줌으로 또 다른 차원의 선교의 헌신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1. 선교학교 심화과정 : 헌신자 과정
총 16주간의 교육을 1,2학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외부로부터
영역별로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선교학교 기
본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외부에서 선교부가 인정한 기본 선교
훈련을 거쳐야 하며 소그룹 세팅을 바탕으로 전문사역들과 보
다 친밀한 환경에서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선교를 알
아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심화과정이라고 하지만 지양하는 목표는 건강한 선교의 관점
형성과 이해 그리고 사역지를 준비하는 이들에 대한 오리엔테
이션이고 향후 사역지로 나아갈 때 지역교회 선교부와 단단한
연결고리(Bonding)을 형성하는 것이다. Missional Church 가 지
양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협력과 동역이고 지역교회
와 선교단체간의 건강한 관계가 오늘날 선교에 중요한 요소라
는 점을 기억하며 최종훈련과 사역적 준비는 단체의 지도 아래
서 마무리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심화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3. 단기선교 연장사역 - 현장과의 사후소통과 협력
단기선교사역는 선교현장 중심의 사전기획과 운영 그리고 사
역 후 평가자료의 (참가자 설문지, 현지 사역자 평가서, 인솔교
역자 평가서, 팀장 평가서) 검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 적절
성과 지속성 그리고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단기선교사역 현장
에서 차후 후원과 관련한 약속을 개인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지만 사역이후 선교현장의 필요와 상황을 방문한 그
룹에게 알려서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단기선
교여행을 마친 그룹이 함께 현장 후원 물품을 보내고 지속적으
로 만나 교제만이 아닌 기도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다음 방문시 진행할 사역에 대한 논의도
일어나게 된다. 매번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지 선교사가 국내
를 방문한 경우에 정기기도모임에 초청해서 방문 후 사역을 나
누게 하고 선교부의 중간자 역할을 바탕으로 해당그룹과의 교
제의 장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1학기(이론원리중심)_ 하
 나님의 선교, 세계선교동향, 선교역

사의 교훈, 타문화내 교회개척, 타문화
내 제자훈련, 선교지를 향한 내적준비
등
2학기(사역실제중심)_ 이
 슬람권선교, 비즈니스선교, 시니어
선교, 총체적 선교, 복음제시를 위한 간
증문 작성,영적전쟁과 기도, 선교지에
서의 가정, 교회선교정책 등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지는 교회선교정책 강의는 선교
담당 교역자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방향성과 집중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하고 실제 선교부를 섬기는 각부 부장단(평
신도)이 방문해서 부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자연스러운 동원도
하는 시간을 가지는 데 지역교회 선교부와 함께하는 선교를 만
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강사로 청하며 여

단기선교여행 이후의 후속 교육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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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채널의 피드백과 지난 강의에 대한 훈련참가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매번 변화를 주며 청하고 있다.

2. 선교상담
장단기의 청년, 전문인, 비즈니스, 시니어 등 다양한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보다 긴밀한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선
교단체를 선택할지, 선교지로 출발하기까지 어떤 준비들을 해
야 할지, 교회와 속한 부서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보다
나은 선교를 위해서 알고 진행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선교 헌신자로서의 삶을 결단한 이들
의 내면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다. 강의와 강의 내 질의응답으로
는 개개인 형편과 상황에 따른 내면의 질문을 다 해결하기는 어
렵다. 선교담당교역자나 협력선교사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헌
신자들을 만나서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에 상담자는 선교단체와 선교현장 그리고 지역교회의 선교정
책에 있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

1. 미션페스티벌
단기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반응
은 사역의 가치를 높이고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눅10:18)
단기선교여행이 집중된 여름을 지나면서 한 날의 축제를 가진
다. 지난 사역을 상기하고 동역한 이들과 재회하고 영성있는 찬
양과 엄선한 강사의 도전적 메세지 그리고 지난 사역을 리뷰하
는 영상과 사진전시 등을 통해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
한 관심자들과 참가자 가족들 지인들에게도 선교의 중심이 나
누어지게 된다.

2. 공개강좌
단기선교여행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사역 가능성들을
중심으로 전교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급변하는 선교환경과 다양한 요청을 채워가기 위해서 현장성과
강의능력을 가진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청하여 보다 많은 성도
들이 실제적인 선교에 대한 이해와 도전을 경험하게 한다.

3. 사역전환
3. 부서사역의 국제화 시도
단기선교여행이후의 후속과정으로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선
교여행을 감당한 그룹의 항시 사역으로의 전환이다.
예로서 지난 여름 찬양사역 전문가들을 배치한 팀이 성공적
인 사역을 마치고는 현장에서 경험한 은혜와 발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서도 지속적인 기도모임을 거치면서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 교회의 예배를 세워주는 팀으로 정착한 사례가
있다.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어린이 캠프사역은 잘 준비된 컨텐
츠와 세팅으로 교회의 연중 사역으로 자리잡고 첫 경험자들이
이후의 팀들의 훈련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돕고 있다. 이외에
도 앞선 사역 참가자가 그 다음 사역에 있어서는 강사로 인도자
로 역할을 하게 될 때 선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헌신자로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단기선교과정에서 발견된 개인의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이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교회내에서 단기사역을 운영하면서 선교지 환경을 관찰
하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는 이미 교회내에서 건강하게 이루어
지는 사역의 대상과 지역의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다는 것이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
운데 지역교회가 가진 복지사역, 가정사역, 교육사역, 의료강의,
교육상담, 출판, 찬양, 영상교육 등 이미 지역교회내에 있는 사
역들을 현장사역자의 도움으로 언어지원과 현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선교가 결코 특정부서가 하는 특정인들의 사역이 아니
라는 인식확산과 선교참여라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단기선교의 요청이 전도와 집회 현지 지도자 신학교
육에서 선교사 자녀 집중교육, 진로상담, 지방 의료인들 재교육,
가정사역 (결혼예비학교, 아버지학교, 부부상당) 등으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고 같은 아시아 문화권내에서 많은 교회사역의
경험과 자산을 가진 한국교회가 이를 감당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에서 선교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고 기반이자 사역을 기획하고
발전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단기선교여행이 지역교회
선교동원과 교육에 있어서 귀한 도구인 것은 이미 여러가지 논
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교여행이
후의 적절한 후속교육의 마지막 또 한 가지의 목표가 있다면 그
것은 교회의 전반적인 선교적 회심을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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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서별 원데이 세미나
교회내 많은 부서들의 특성에 맞는 형태와 강조점을 가지고
Missional Theology를 바탕으로 한 해당 부서의 선교적 가치를
부각하고 이해하게 하는 기회로서 부서별 모임 안에서 이루어
지는 선교강의를 바탕으로 한 만남은 지난 사역에 대한 후속교
육차원과 미래사역에 대한 예배차원의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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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례 기도회의 활성화
현재 사역하는 교회는 매주 진행되는 ‘열방기도모임’ 이라는
선교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 주간의 기도제목을 정리하
여서 선교부 담당자가 인도하며 단기찬양사역팀으로 봉사했던
이들이 현재는 찬양을 섬기고 있다. 기도후에는 권역별로 모여
서 해당지역의 선교사들을 중보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여
름 기간에는 단기사역에 대한 집중적인 중보기도모임으로 모
이고 여름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녀온 나라별로 참가자들이 참
석해서 자신들의 지난 사역을 나누고 함께 그 현장을 두고 기도
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들의 나눔의 현장
이 되기도 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전체가 선교적 회심을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선교는 기도
로 시작되어서 기도로 완성된다는 교육을 또한 실제를 통한 진
행하고 있다.

단기선교여행 이후의 후속 교육의 실제

나가며

단기선교여행이후의 후속교육은 선교가 특정기간의 이벤트
가 아니며 개인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서도 생명력있게 살아 있
어야 한다는 사실을 심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선교여행 따로 후속교육 따로가 아닌 지역 교회 선교의 큰
그림 안에서 장기적 계획과 단계를 가 지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선교 리더로서 또 동원가로서, 젊은 세대 선교 자원과 후보자
들이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얼마만큼 선교의 실재를 드러내어 줄 것인가를 결정
하는 것은 자주 고민이 된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항상 성령님
의 역사의 빛 안에서 그리고 아랍세계의 미전도 종족 안의 사람
들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도록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
고한 부르심 안에 매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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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메이커포럼

텐트메이커의 사역적 직업적 전문성 평가
손창남(OMF)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타입

5 타입

선교사

직업을
가진
선교사

선교사가
된
직업인

해외에
있는
직업인

국내에
있는
직업인

소속 단체

유

유

유

무

무

사역적, 재정적
책무

유

유

유

무

무

언어와 문화 이해

높다

높다

높다

낮다

전무

후원

필요

필요

대부분
필요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선교지 비자

선교사
비자

직업
비자

직업
비자

직업
비자

없음

사역의 기대

높다

높다

상대적

낮다

낮다

의도적

의도적

중간

비의도적

없음

들어가는 말

지난 1월에 3차 텐트메이커 포럼이 대전에 있는 고신총회선
교본부에서 열렸다. 이곳에서 텐트 메이커의 평가 문제를 다루
었다. 그 후속 작업으로 구체적인 평가 절차에 대한 논의를 계
속해온 결과, 사역적·직업적 전문성의 평가를 위한 자가 점검
리스트(self rating check list)를 만들게 되었다. 이 지면을 통해
서 어떻게 텐트메이커 포럼이 시작되게 되었으며, 텐트메이커
의 사역적·직업적 전문성 평가의 진행과정과 지침을 소개하
고자 한다.

1. 텐트메이커 포럼의 목적과 진행
1990년대 이후 직업을 가진 선교사의 파송이 늘었지만 그 동
안 한국 선교에서 직업을 통한 선교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구는 없다. 그러던 중 2011년 초 A국에서 사역
하는 한 국제단체에서 동원 사역을 하는 리더들이 한국에 온 것
을 계기로 해서 몇 몇 전문인 단체들이 전문인 선교사의 전문인
선교사의 책무(accountability), 진정성(integrity), 정체성(identity)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열게 되었다. 그때 열린 포럼을 계
기로 몇 명의 전문인 선교 관련자들이 모여 한국교회 내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하는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이슈들을 깊이 토론하
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포럼의 구성에 동의하였다.
1-1. 텐트메이커의 용어 정의

2012년 1월에 열린 첫 번째 포럼에서는 ‘텐트메이커의 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주제
라는 것을 느꼈다. 이미 텐트메이커 혹은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텐트 메이커 혹은 전문인 선교사라는 용어
둘을 포럼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필자가 제
안한 직업과 선교의 다섯 가지 타입에 대한 제안이 앞으로의 논
의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타이틀

선교지의 선택

1-2. 텐트메이킹 사역의 목표

2013년 1월에 열린 두 번째 포럼에서는 ‘텐트메이킹(tentmaking)사역의 목표’를 다루었다. 이 주제 또한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NGO 혹은 NPO(비영리 단체, 혹은 비정부 단체)에서
는 전도나 교회 개척을 텐트메이커의 사역목표로 하는 것에 대
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전문직을 가지고 사역
하는 NGO 단체 가운데는 전문인으로서의 진정성 (professional
integrity)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하곤 한다.
WEC선교회의 박경남 선교사는 발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 목표를 제시했다. 존재함(presence), 복음
의 선포(proclamation), 제자 양육(making disciples), 신자의 공동
체 개척(planting community of believers)의 네 가지 단계를 가지
고 논의한 결과 네 단계가 반드시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인 사역의 지향점이 신자들의 공동체적 개척이라
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교회
라고 하는 용어 대신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상황화 사역을 하는 지역에서 제도화 된 교회 이전에 신자들의
모임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텐트메이커의 사역 지향점이 사역 현지에서 믿는 사
람들의 공동체 개척이라고 할 때 이런 목표를 달성할 텐트메이
커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 해에 열리는 포럼에서 평가의 문제를 다
루기로 했다.

1-3. 텐트메이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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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에 열린 세 번째 포럼에서는 ‘텐트메이커의 평가’
를 다루었다. 실제로 필드에 가보면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는 경우를 종종 본
다. 예를 들어 B국에서 파송된 약학 박사인 C선교사는 D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D국은 무슬림들이 많은 곳이지만 그
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은 아니다. 더욱이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는 열려 있는 기회가 많다. 하지만 C
교수는 강의 이외는 아무런 사역을 하지 못했다. 주위의 다른 선
교사들은 C교수에 대해서 과연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반대인 경우도 있다. 어떤 목사 선교사가
자신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할 수 있다고 해서 E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았지만 결국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비자를 취소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3차 포럼에서는 전문인 선교사의 평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했다. 기본적으로 전문인 선교사의 선발(Screening)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직업과 선교의 다섯 가지 분
류에서 언급한 4타입의 경우는 자발적인 경우임으로 선교사 선
발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지만 선교 단체와 관련 있는 2타
입과 3타입은 사역적 책무가 중대한 만큼 선발에 신중을 기해
야 한다. 전문인 선교사의 평가가 신임 선교사의 선발만 문제
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선교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4
년 필드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텀의 필드 사역을 위해서도 평
가가 필요하다. 선교사 자신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평가
가 필요하다.

2. 평가 논의의 과정
2-1. 평가에 원용한 모델

텐트메이커의 평가는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에
서 발간한 LAMP(Language Acquisition Made Practical)라는 책
에서 제안한 언어 평가의 단계를 원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외
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언어 능력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
하고 있다.
• level zero: 50개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간단한 인사 정도를
하고 다닐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level one: 생존 언어 수준. 시장에 가서 자가가 원하는 물건
을 구입하고 가격을 깎을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호텔에 들
어가 방을 잡을 수 있고,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전화를 받기는 어렵다.
문법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지 않아 단어를 그저 조합하는
정도에서 대화를 한다. level 1에서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한
다. 하지만 level 0와는 수준이 다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 level two: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한 수준. 현지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한다.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회의에
참석해서 무슨 말이 오고가는 지도 알 수 있다. 직원을 뽑
을 수도 있고 자가의 의사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하
지만 level 2에서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조리 있게 설명하지
는 못한다.

텐트메이커의 사역적 직업적 전문성 평가

• level three: 자신의 전문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이 수
준이 되면 자가의 생각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
다. 여기서 자가의 생각이란 전문 영역을 포함한다. 다음에
설명하게 될 level 4의 단계도 현지 전문인이 자유롭게 자신
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처럼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지만 레
벨 3에서는 여전히 문법적으로나 어휘력에서 제한적이다.
만약 전공 분야의 페이퍼를 쓴다면 현지인 언어조력자의 도
움을 받아야 한다.
• level four: 현지인 전문가가 구사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수
준. 이 단계에서는 거의 어려움이 없이 자가의 생각들을 구
사하는 수준이다. 현지인들이 외국인치고는 정말 현지어를
잘 한다고 느끼는 수준을 말한다. 문법도 거의 틀리지 않으
며 어휘력도 상당하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
은 현지인들보다 훨씬 더 현지어를 잘 한다고 느낄 수 있다.
• level five: 원어민과 동일한 수준. 이 수준은 고등교육을 받
은 원어민과 동일한 수준이다.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 현지인들이 그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수
준을 말한다. 하지만 20세가 넘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
에는 거의 도달하기 어려운 단계를 말한다.
2-2. 평가에 고려된 항목들

• 현지 언어구사 능력(local language proficiency): 이미 LAMP
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타문화 사역에가 가장 중요한 요소
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LAMP에서 제안한 것을 사
용하면 되기에 포럼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다.
• 현지 문화 이해(understanding of local culture): 전문인 사역
의 경우도 현지 문화의 이해가 사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문화의 이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데 많
은 어려움이 있고 현지 언어구사 능력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 이번 포럼 워크샵에서 다루지 않았다.
• 사역적 전문성(ministry ablility):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
룰 것이다.
• 직업적 전문성(vocational ability):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
룰 것이다.
• 영성(spirituality): 텐트메이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기에 영성은 필수적이다.
포럼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영성에 대해 토론했지만
많은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논의에서 최종적으
로 제외했다.
• 진정성(integrity): 전문인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
한 진정성을 말한다. 최근 CAN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
는 선교사들의 정체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쉽게 들어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적 진정성(professional integrity)이 매
우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것도 정성적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제외했다.
• 사회적 기반(social base): 사회적 기반이란 선교사역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의 안정, 경제적
안정, 거주의 안정 등을 말한다. 여기에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후 생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데
는 공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성적 분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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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서 최종적인 논의에서 제외했다.
• 역할 타당성(role suitability): 현지에서 전문인 선교사의 역
학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요소
인데 중요하다고는 인식되지만 최종 논의에서 제외했다.
• 통합성(integration): 전문인 선교사가 직업과 사역 사이의
통합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항목
이지만 최종 논의에서 제외했다.
• 파트너십(partnership): 다른 직업 선교사들과 협력관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가에 대한 평가 항목이지만 지
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 최종 논의에서 제
외하였다.
2-3. 네 가지 원칙

결국 남은 것은 텐트메이커의 사역적·직업적 전문성에 관
한 점검이었다. 이 전문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토론을 위해 모일 때마다 많은 방향의 이야기들이 진행
되었다. 모두 의미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결론을 맺기로 했다.
첫째, 자가 점검(self rating)을 위한 평가 기준은 실천적(practical)이어야 한다. 평가를 위한 아무리 좋은 항목이라고 해도 실
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공론에 불과 하다.
둘째, 기준은 정량적(quantitative)이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
한 12가지의 항목들이 전문인 선교사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모
두 의미가 있지만 정성적인 항목의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가장 주관적인 부
분이 영성 항목이었다.
셋째 기준에서 제시하려는 레벨 사이의 차이가 분명(distinctive)해야 한다. LAMP가 제안한 다섯 가지의 레벨에서처럼 각
레벨 사이가 전혀 중복되지 않고 명료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
으로 현재의 레벨과 다음의 레벨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
나야 한다.
넷째 자가 점검 리스트의 질문 문항이 관련성(relevant)이 있
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토론을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평가의
레벨을 결정할 수 있었다.

3. 평가의 내용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는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적·직
업적 전문성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3-1. 사역적 전문성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적 전문성은 모두 네 단계로 나누어 보
기로 했다.
• level zero: 사역적 전문성이 전혀 없는 단계를 말한다. 개인
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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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전도도 할 수 없
는 단계를 말한다.
• level one: 개인전도가 가능한 단계로 자신의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 기본적인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을 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 있
는 전문인 사역자는 개인 양육이나 소그룹 인도를 하기 어
렵다.
• level two: 제자훈련, 양육이 가능하며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
는 단계를 말한다. 성경 어디서든 본문을 보고 GBS(Group
Bible Study)를 인도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알아낼 수 있
는 단계를 말한다.
• level three: 개인적인 양육이나 제자훈련뿐 아니라 공동체에
서 설교가 가능하며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의 사역자는 체
계적인 기독교 교리와 관련한 변증이 가능하다.
• level four: 재생산이 가능한 현지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신학적인 소양도 있어야 하고 현지의 주요
종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높아야 한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3-2. 직업적 전문성

직업적 전문성의 평가는 사역적 전문성에 비해서 훨씬 복잡
하다. 특별히 다양한 직종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면 일반적 특성
이 사라지고 너무 일반화 하면 구체적인 직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실용적 가치가 없어지는 딜레마를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자영업을 가정해서 다섯 가지 레벨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의
사 등 전문직에 적용해 볼 때 의미 있는 레벨이라는 결론에 이
르게 되었다.
• level zero: 자가 직업에 관한 상식 수준의 지식을 소지한 수
준에 머무는 단계를 말한다. 본국에서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level one: 직업이나 창업에 대한 초보적인 교육만 받은 후
현지에서 시작하는 단계를 말한다. 사업의 결과는 언제나
적자이고 대부분 자본을 잠식하는 수준에 머문다.
•  level two: 사업 이익을 창출하기는 하지만 사업을 유지하
나 현지인보다는 낮은 수준의 영업성과를 나타낸다. 따라
서 텐트메이커의 생활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후원금이 추가
로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 level three: 현지에서 성공적인 경험이 있고 현지에서 자립
하는 수준의 영업성과를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현
지에서 자립하는 수준의 영업성과를 현지인 수준으로 달성
한다고 하는 것이 현지인들의 평균수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국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의 수입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2타입 혹은 3타입인지 아니면 4타입인
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4타입이라도 그가 현지
인의 수준의 생활방식을 따르는 성육신적 삶을 살고자 한
다면 현지인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으로도 자립이 가능하다
고 말할 수 있다.
Mission Korea Review 2014.12. Vol. 5.

• level four: 성공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현지인보다 탁
월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현지인에게 전문성을 갖도
록 훈련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한
다고 해도 level 4의 경우는 현지인들이 따라하고 싶어 하는
정도의 영업성과를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level five: 현지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 수준을 말
한다. 현지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수준의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 활용 방안
• 기존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다. 2
타입이라면 대부분 사역적 전문성은 이미 어느 정도 구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업적 전문성은 낮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렇다 해도 자신의 전문성이 어느 레벨에 있
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 선교사 후보자 선발을 담당하는 선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
다. 선교사 선발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을 선발하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
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안한 평가 기준을 통
해서 선교 후보자의 상태를 안다면 좀 더 유용한 가이드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후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다.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
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자각하는 것은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 교회의 선교 파트 리더들이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교회의 멤
버가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려고 한다면 위에서 제시
한 평가 기준을 통해서 그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교회가 알 수 있을 것이다.
• 타문화에서 선교를 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활용할 수 있다.
선교지나 타문화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가지고 타문화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 점검 기준이 유익
할 것이다.

2015년 6월에 네 번째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선교 훈련을 다루려고 한다. 아마도 세 번째 포럼에서 다룬 이
와 같은 평가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에 반영될 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나가면서

평가의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다. 평가가 상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식의 전
환이 선교를 포함하여 교회와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 따
라서 포럼에서는 평가라는 말 대신에 자가 점검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업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평가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그 동안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의 요구다. 이러한 평가 기준 혹은 자가 점검 기준이 있다
는 것만으로도 직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자신의
능력이나 입장을 다시 생각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고 하는 것이 포럼 참석자들의 결론이었다.
아직 포럼에서 제안한 결론이 미진하지만 텐트메이커 사역자
들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이나 2014년 연말에 출판을 예정하고 있는『텐트메이커의 사
역적·직업적 전문성 평가를 위한 자가 점검 가이드라인(selfrating guideline)』을 읽으시는 분들이 건설적인 비평과 더 좋
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바라기는 텐트메이커 포럼에
서 제안한 기준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을 깊이 새기며 중
동의 기독교를 만나게 될 때 중동 이슬람권 지역의 선교도 앞당
겨 질 것이라고 믿는다.

5.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
직업적 전문성의 경우 이상의 토론은 자영업을 전제로 진행
했다. 하지만 의료전문분야 혹은 교육 분야 등과 같은 다른 분
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세밀한 기준이 작성될 필요가 있다.
텐트메이커의 평가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성적 분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불
가능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정성적 분성의 경우 주
관적인 질문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역 준비를 하는 데나
평가를 하는 데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텐트메이커 포럼에서는 2014년 연말까지 그 동안의 논의 과
정과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모아서 소책자로 발간하려고 한
다. 위에서 제안한 사역적·직업적 전문성의 각 레벨마다 점검
을 위한 설문 문항을 6~10가지 정도로 만들었다.
텐트메이커의 사역적 직업적 전문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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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럼 1

선교사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
- 아시안미션의 입장에서-

정재철_아시안미션 대표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사회적으로 은퇴에 대한 이슈가 관
심사가 되었다. 예년에는 은퇴란 황혼으로 가는 자연스런 과정
이었다. 그래서 은퇴란 황혼을 준비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가족과 함께 혹은 손자 손녀를 돌보며 소일거리를 하는 시간의
여백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
지 않는다. 사람들의 수명이 이십 수 년 늘어났고 나아가서 은
퇴 시기는 오히려 짧아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일거리를 위
한 시간이 아닌 뭔가 의미와 가치를 두는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
나의 기간이 확보된 것으로 은퇴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런 이
유로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은퇴에 대한 시각은 다양해졌지만 한편으론 은퇴를 바라
볼 때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도 함께 늘어난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 선진화 구현
을 위해 노령인구의 복지 문제를 큰 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사회 문제가운데 더 이상 노인 복지 분야
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변을 관심 있게 지
켜보면 은퇴시점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그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볼멘소리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
우 그들의 직장에서의 신분이 임원급이 아니면 누구나 은퇴 문
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임원급이라 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런 염려의 근저에는 과거에 비해 삶의 편리성이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나아진 것과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삶의
편리성에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 익숙함
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정적인 부담이 따라오
는데 은퇴의 시점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 문화의 변천(대가
족-핵가족, 공동체 중시-개인주의화, 수동화 -자동화, 세대간의
질서 -세대간 갈등의 심화)도 이러한 변화를 부추기는데 한 몫
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삶의 편리성의 최저점이 암묵적으로 설
정되었기 때문에 그 최저점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
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퇴의 문제에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명과 헌신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사역
자로서,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은퇴문제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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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물론 이번 포럼이 선교사의 은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은퇴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모임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은퇴 시점이 적어
도 10년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가 추구
하는 이상과 이번 포럼의 주제가 이율배반적으로 비춰지는 오
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선교사 은퇴
의 화두란 우리가 돌보아야 할 성도들과 우리들을 지금까지 묵
묵히 재정으로 지원해준 재정 협력자들의 상황을 살피고 이들
의 은퇴에 대한 염려와 고민을 깊이 공감한 후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나온 의제이니만큼 주제에 충실
하기 위해 아시안미션이 고민해온 한국 선교사 은퇴와 관련 구
상하는 내용을 나누고자 한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고민했던 문
제는 솔직히 아니고 2011년부터 조금씩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
하던 중 방콕 포럼 의제를 받은 이후 고민의 강도를 높여 정리
를 한 것이기에 충분한 대안은 아니고 지속해서 고민하고 계발
해야 할 영역이다.

선교사 개인과 선교 단체의 은퇴에 대한 의견(경향) 설문


본 발제를 놓고 은퇴에 대한 선교사들의 견해를 수렴했다.
대상은 아시안미션이 협약을 맺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로 제
한했고 그 수는 16개 단체와 187유닛의 설문에 응한 선교사들
의 의견이다. 통계를 통해 의견을 분석하기 보다는 단체와 선
교사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의 내용임을 먼
저 밝힌다.

1. 기관에 요청한 질문
① 귀 단체의 파송 선교사 수는 몇 유닛인가요? (2014년 3
월 기준)
② 귀 단체에 파송된 선교사님은 총 몇 개국에 파송되었나요?
③ 귀 단체의 선교사 은퇴 연령은 몇 세로 정해져 있는지요?
④ 귀 단체에 향후 5년 안에 은퇴할 선교사 수와 10년 안에 은
퇴할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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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귀 단체에 소속 선교사의 은퇴와 관련해서 명확히 준비되
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재정 적립 관련,은퇴 빌리지 또는
선교관 관련, 금융권의 보험 상품 가입 등 기타)
⑥ 귀 단체가 운용하는 선교관은 몇 유닛이 있는가요? (임대
포함)
⑦ 선교사 은퇴와 관련해 귀 단체가 다른 단체나 교회와 연계
해서 계획하고 구상하는 일이 있는가요?
⑧ 은퇴와 관련해서 상기 외 비슷한 설문을 공식적으로 의뢰
받은 적이 있는지요?

한 기관 차원에서 은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15개 단
체는 없고 1단체만이 전문성 계발 가능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
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 선교 단체가 선교사들의
은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영역 가운데 재정적립
을 의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단체는 다섯 단체이고 권유하는
단체는 세 단체이고 여덟 단체는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
다. 이 부분은 선교사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할 영역으로 구분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무로 실행하던 권유하던지 은
퇴를 위한 재정 확보는 선교사 개인 재정을 통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 선교사 개인에게 요청한 질문
설문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한 경향 파악과 입장

① 귀하의 은퇴 시점은 향후 몇 년이 남았습니까.
② 은퇴 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③ 은퇴를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개인/파송교회
/ 파송단체)
④ 은퇴 후 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⑤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⑥ 은퇴와 관련,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
까.

먼저 기관이 정한 은퇴 연령은 65세 4기관, 70세 4기관, 그리
고 연령제한이 없는 기관이 8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5년 이내가 8명, 6-10년이 33명,
11-20년이 96명, 21년 이상이 44명이 응답했다.
특이한 점은 은퇴 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다수(64%)가
없다고 답했고 사역지속, 후진양성, 글쓰기, 강의등을 계획하는
응답자가 다음(31%)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에 대
해서는 후진양성, 집필, 선교사 동원, 상담 케어 부분에 많은 관
심(70%)을 나타내었고 이밖에 전원공동체 생활, 여가활동, 경
제활동, 봉사활동,휴식(30%)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있었다. 여
기에 덧붙여 주거 환경과 관련된 질문으로 은퇴후 어디에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절대다수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고 다음으로 소수의 응답자가 선교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
는 의견을 주었다. 은퇴를 위한 준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답변 보다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준비(연금, 보험, 청약저축)
를 하는 응답자가 30%정도 되었고, 남은 70%의 선교사는 재정
적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으로 은퇴와 함
께 걱정이 되는 부분은 크게 재정, 주거, 건강 순으로 나타났는
데 이것은 더 줄이면 크게 재정과 건강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
다. 파송교회가 준비하는 선교사 은퇴에 관한 경우는183가정의
파송교회가 대책이 없고 3개교회가 연금,보험,숙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퇴에 대해 걱정안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11%나 되었다. 그러나 이 응답의 뉘앙스는 어떤 대안이 있기 때
문에 걱정을 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퇴빌리
지 혹은 선교관을 준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단체는 2단체 그
리고 남은 14단체는 준비 및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교사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

1. 은퇴 시점까지 남은 기간
최근 Krim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한국선교사는 전세
계 171개국 20085 명이라고 한다. Krim에 따르면, 한국교회
의 선교사 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
폭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감소세에 대해 한
국교회의 정체가 지속되고 경제위기 등이 겹치면서 선교사 지
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크림의 분석에 의한다
면 향후 선교사 지원은 점점 감소할 것이고 선교사 고령화는 점
점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선교 단체가 정했거나 권장하는 은퇴
적령기가 65세 혹은 70세라고 할 때 전체 선교사의 80%이상은
은퇴시기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은퇴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얼마든지 은퇴를 긍정적으
로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이 포럼이
은퇴를 생각하며 불안해 하는 선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망을 주면 좋겠다.

2. 은퇴 후 계획 및 하고 싶은 일
은퇴후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사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었음을 본다. 은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은 하던 일에서 물러난다는 것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은퇴후
에도 선교와 직,간접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본인은 부정적이
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안하겠다고 해도 맡겨야 할 부분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원하고 계획한 대로 다 허용한다면 나중에
선교사 지원자보다 훈련하고 동원하고 가르치는 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은퇴란 말 그대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아무
리 아쉽고, 미련이 남아도 깨끗이 물러서서 그만 둔 그 일에 마
음을 빼앗겨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원로 목사가 계시면
담임 목사가 굉장히 힘든다고 한다. 원로 목사는 교회를 위해 남
아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간의 경험과 시행착오
를 지도하고 싶겠지만 담임 목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은퇴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현역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
각으로는 어르신이되는 것인데, 그만한 무게감과 우아함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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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남은 사람들을 위
해서 길을 열어주고 비켜주는 것이 아닐까? 돕는다는 명분이 현
장의 선교사들을 주눅들게 하거나 소신있는 사역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내가 아니
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어야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은퇴란 환경이 되는한 하던 일을 죽을 때까지 계
속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되더라도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아름
다운 죽음, 우아한 죽음, 확신하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이 땅에
서의 영원한 은퇴를 준비하는 멋진 기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3. 은퇴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설문의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30% 정도가 은퇴를 위해 어떠
한 방식으로든 재정을 조금식이라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70%는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개인적인 입장을 말
한다면 은퇴자금을 준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다는 표
현이 맞는 것 같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서 재정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자녀 교육비로 지출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가가
올라가서 생활비를 줄여햐 하는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비는 마
지막까지 손을 대지 않는다. 그 때문에 어지간한 수입이 아니면
은퇴를 위해 적립할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것이 쉽지 않다. 선교
사들의 경제적인 평균치가 얼마나되는지 가늠할 수 없지만 아
시안미션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재정 지출 규모의 가장
큰 파이는 자녀 교육비이다. 그러나 은퇴와 관련해서 후원자나
파송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은퇴
를 위한 적립금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30%의 응답자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준비하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은퇴자금을 우선 순위가운데 두었기 때
문에 가능한 것이다. 선교사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은퇴자금
을 적립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타자에게, 파송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
으로 은퇴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남은 재정으로 필요한 지출을
암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4. 은퇴를 위한 파송교회의 준비
2014년 4월 목회와 신학 특집 기사 가운데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이슈가 심도있게 거론되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70%가
까운 목회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파송교회
의 선교사 은퇴에 대한 준비 부족을 두고 서운해 하거나 섭섭해
할 상황이 아니다. 교회와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는 선
교사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가 당연한 일이 아닐
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자체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와
중에 선교사 은퇴준비를 위한 문제는 차선으로 밀릴 수밖에 없
지 않겠는가? 물론 교회는 선교사 은퇴와 관련된 파송교회로서
의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임은 분명하지
만 교회의 형편을 아는 파송 선교사로서는 교회의 부담을 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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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개별적 노력을 하는 자세 또한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설문 응답자중 2%의 선교사가 은퇴후 경제활동을 생각한다는
응답은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5. 은퇴를 위한 파송단체의 준비
파송단체는 선교사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해
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단지 은퇴
빌리지나 은퇴 주거지를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서 은퇴 선교사
를 어떻게 관리하고 케어할 것인가는 향후 큰 숙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단체 개별적인 고민거리라기 보다는 연합해서
고민하고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16개 단체 응답 가운데 2개
단체가 계획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는 또 다
른 문제이다. 어쩌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는데 단순히 은퇴
빌리지나 은퇴적립금 정도가 아니라 은퇴한 선교사가 품위 있
고 우아하게 남은 생을 누리다가 세상에서의 은퇴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는 아예 은퇴준비위 등을 구성해서 초단체적으로 운영해 보
는 것은 어떨까?

6. 은퇴에 대한 염려
믿음이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을 요구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다.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은퇴라는 불확실한 여정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
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아닌 그
시간에 대한 준비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구해야 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하고 기도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한다는 전제에서 확실한 하
늘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불확실한 은퇴의 시간을 보내다가 소
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선교사의 품위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준비와 건강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에 존경하는 선배님과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큰 교훈을 얻었는데 이 분의 최근 기도 가운데 아주 진지
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은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하나는 돈, 하나는 건강이라
고 했다. 그래서 이 분은 “하나님 준비한 돈 다 떨어지면 저를 데
려가 주세요, 그리고 건강이 나빠서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면 늦
추지 말고 그 때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 둘
다 남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에게 걱정과 피해를 주지 않고
소망하는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다. 이 분의
기도는 이기적인 생각과 현재의 삶에 집착했던 본인의 은퇴 후
생활을 깊이 생각하게 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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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미션은 은퇴한 선교사를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는
가?

아시안미션은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과연 선교사 은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은퇴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향후 선교사 은퇴 전
망을 놓고 볼 때 은퇴 선교관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고 은퇴관을 제공한다는
것은 또다른 은퇴 선교사의 경제적인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
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소수 특혜층을 조성함으로 오히려 은퇴
선교사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시안미션이 할 수 있는 것, 혹은 해야되는 것이 있
다면 그것은 먼저 은퇴선교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구체
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은퇴의 시간을 누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즐기고 하나
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의 재능을 살리고 발휘할 수 있
는 그러한 공간과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원하는 많은 선
교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노
인 복지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문화 마당을 벤치마킹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은퇴 선교사 부부 중 한 사람이 솔로가 되었을 때(기
존 싱글 선교사 포함) 솔로끼리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중이다.이것은
곧 선교사 우정 공동체와 같은 그런 의미이다. 외롭지 않게 은

선교사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

퇴전 했던 일을 나누고 생각과 말이 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
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정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들이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준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면 우정을 나눈 친구들 가운데서 천국 환
송식을 할 수 있고 천국에서 또 만날 확신있는 소망을 갖고 작별
할 수 있는 외롭지 않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것의 형태적 모델
은 맥도널드 하우스를 벤치마킹하고자 연구 중이다.

맺으면서

선교사는 믿음으로 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이다. 믿음
의 반대말은 의심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다. 그것은 확실성이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불확실성을 전제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퇴란 미래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미래의 불확실한 은퇴의 기간을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은
믿음을 가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믿음
가운데서 기대를 가지고 불확실한 은퇴를 준비하는 모습이 귀
감이 될 것이다. 만약 선교사가 은퇴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받으
려는 인상을 보인다면 선교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실제 은퇴와
관련된 현실적 반응이 이율배반적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선교사의 은퇴를 영원한 하늘 나
라에 대한 확신있는 소망가운데 불확실한 이 땅의 시간을 믿음
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면 얼
마나 자랑스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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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럼 2

2014년 방콕 포럼 선언문
방콕포럼

배경

2014년 4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예수 마을에서 교단 선교부 총무들을 포함한 선교행정
가, 지역교회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등, 25명이 모여 선교사의
건강한 은퇴에 대해서 포럼을 열었다.
1990년 대 들어 한국 선교가 폭발적인 성장하면서 매 년
1,000여 명에 달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결과 현재 20,000명이 넘
는 선교사를 파송한 것에 대한 성취감도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선교지에서 다시 돌아오는 은퇴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하지 못
하고 있다는 반성이 있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에 대한 공식
적인 은퇴 준비가 없었던 관계로 은퇴는 선교사 개인의 결정이
나 혹은 교회의 판단에 맡겨진 결과 바람직하지 못한 은퇴의 사
례들도 지적 되고 있다.
선교사의 은퇴 준비는 단순히 은급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
이 아니라 선교사란 소명감과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정체성
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은퇴선교사, 젊은 그룹, 현지인, 한국교
회를 포함하는 건강하고 계획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건강한 은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성경적,
사회학적, 윤리적으로 통합된 전반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논의의 결과

이번 방콕 포럼을 통해서 선교사의 건강한 은퇴는 다음과 같
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게 되었다.
첫째, 선교사 은퇴는 선교의 일반적인 원리에 적합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 선교사의 은퇴는 선교사의 재정적, 사역적 책무와 건강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
다.
* 건강한 은퇴라고 해서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할 수 있다.
* 은퇴가 사역에서 물러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 두 번째 사역은 오히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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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될 수 있다.
둘째, 선교사 은퇴는 선교의 싸이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선교사의 은퇴는 선교사의 동원, 훈련, 파송, 필드의 돌봄
과 감독, 그리고 은퇴라는 하나의싸이클 안에서 고려되어
야 한다.
* 선교사의 은퇴는 본인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선교사들에게도 격려와 소망을 준다는 면에서 중요하게 인
식되어야 한다.
* 은퇴와 관련해서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건강, 주택, 재정, 은
퇴 후 의미 있는 활동, 사회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선교사 은퇴는 균형 잡힌 책임의식을 고려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 선교사의 은퇴는 선교사를 파송한 기관과 선교사 개인의 책
임이기도 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 특히 한국 내의 미자립 교회를 포함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의 경
우 자신들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선교사는 자신의 편리성을 포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창의적인 은퇴 방법을 개발하는 일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넷째, 선교사 은퇴는 은퇴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고려해서 이
루어져야 한다.
* 선교사의 은퇴가 신앙 공동체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
익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 은퇴 선교사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타문화 사역에 앞장 서
고 있는 한국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의식도 필요하다.
* 타문화 경험이 풍부한 은퇴 선교사들이 국내에 점증하는 다
문화 가정과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
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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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확산을 위한 제안

* 기독 공동체 전체(선교계/교회/선교사)가 선교사 은퇴에 대
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은퇴 문제와 관련된 당면 과제와 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시도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각 선교공동체 안에 제
안한다.
* 은퇴 문제에 대한 선교공동체(선교사, 교회/교단 선교지도
자 등)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 빌리지의 개발을 많은 사람들
과 나눈다. 성공 케이스의 수집과 계몽, 확산이 필요하다.
*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은퇴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한
다. 여기에는 은퇴 선교사의 호칭, 지위, 책무, 출구전략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선교사 은퇴와 관련해서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공
적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 교회나 후원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입, 기존선교사 모
두에게 연금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할 신탁기구의 신
설을 모색한다.
* 은퇴 후의 두 번째 사역 (Second Career)의 영역 확장(다문
화가정, 지역공장채플린, 시골 낙도교회 등)을 위한 일의 유

형별 분석과 개발, 확장을 위한 직종 박람회 (job fair)를 여
는 것이 필요하다.
* 올 해 안에 포럼에서 다룬 내용을 책으로 발간하고 언론
에 보도 자료를 보내며 교회의 선교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
는 선교사 은퇴 세미나를 통해서 방콕 포럼의 내용을 확산
하다.

2014년 4월 30일
방콕 포럼 참석자 일동

영광스러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의사소통 원리와 타문화 선교의 실제

문화와 선교
영광스러운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전달된다. 현지 문화의 언어와 개
념으로 복음을 옷 입히는 작업을 상황화라고 부른다. 복음을 전하는 그
리스도인들은 초대 교회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복음 메시지의 수신자에
게 맞춘 타문화 선교를 해 왔다. 혼합주의를 피하면서 복음 증거에 장애
가 되는 문화적 장벽들을 넘어 문화를 변혁하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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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배경과 주제 (현지 정착과 현지인 관계맺기)

최근에 몇 단체에 이슬람 선교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설
문 조사를 한 결과 ‘현지에서의 생존과 적응문제’가 가장 큰 현
실적인 이슈로 드러났다. 사실 무슬림권에서 정착하여 산다는
자체가 큰 도전이다. 새 언어를 배우고 현지인들과 의미 있는 관
계를 만드는 일의 현실적인 어려움, 동시에 가족들과 자신들의
보안과 안전에 관한 염려 그리고 (장단기) 체류 비자 획득에 에
너지 소모가 크다. 현지 상황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전
문성과 전략 설정이 부족함도 큰 이슈로 드러났다. 현지에서 팀
사역의 현실적인 어려움, 빼내기식 사역의 한계와 전략의 부재,
BAM (비즈니스)사역이나, 인사이더 (내부자) 사역에 대한 긍정
적괌점과 부정적 관점 사이에서의 갈등의 문제도 거론 되었다.
2014년 8월 6-8일에 개최된 4차 컨설테이션에는 무슬림권 한
국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두 가지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
해야 함을 절감하게 되어 모이게 되었다. 그 두 가지 영역은 첫
째, 사역자 현지 정착 (Safe Landing) 즉 사역자들이 사역지에 어
떻게 잘 정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둘째, 현지인과 관계 맺
기 (Bonding) 즉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는 첫 단계로
어떻게 현지인과 관계를 맺어 갈 것인가의 질문이었다. 31개 단
체, 12개국에서 온 선교사들 포함하여 10개교회에서 69명이 참
석하여 이슬람권 선교의 안전과 관계맺기(Safety and Bonding)
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다.

포럼의 진행과 참여도

첫날은 무슬림 선교의 글로벌 동향에 대하여 듣고 의논하였
다. 둘째 날은 안전(Safety)에 대해, 셋째날에는 유대감(Bonding)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동시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역 교
회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 패널 토의로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는 주제 발표와 응답을 통해서 주제를 먼
저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두 선교사들이 관련된 주
제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고 소 그룹으로 나누어 의논
하였다. 저녁 시간은 예전과 같이 찬양과 경배, 선교사님들의 간
증과 중보 기도에 집중하였다.

첫날 을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소구룹 토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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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구룹이 발표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1. 현재 무슬림 복음화 상황과 변화를 고려할 때 어떻게 하면
미 접촉 종족군 (cluster)에 들어가는 운동이 더 활발해 질
수 있을까? 신임 사역자 경우, 현지 사역자 경우, 근접종족
교회 경우는 각각 어떠한가?
2. 원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이슬람권의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와 고정 관념을 넘어서서 사역하려
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3. 정착과 보안 및 안전 측면에서 서구인과 한국인의 정착 과
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가? 한국인으로서 동역자에 대
해, 그리고 현지인들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점이 있는가?
4. 상황화, 언어, 문화 정착에 있어서 선임 선교사나 한인 선
교사회가 제공하는 정보와 외국인 선교사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다른 경우, 성공적인 모델이 없어서 새로운 시도
를 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경우, 한국식 방법과 문화가 우
선시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려
움을 넘어서 현지에 잘 정착하고 사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
5. 이슬람권에서 사회 정체성이 보안(안전)과 정착을 용이하
게 하는데 종교적, 사회 문화적 일체감이 강한 무슬림 상
황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의 정체성 확보가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해 각 소구룹에서 토론한 것을 발표를 하였다. 37년
현장에서 사역한 어느 사역자의 조언에 잔잔한 공감이 있었다.
즉, ‘국제적으로 연합해야 한다.’ ‘본딩을 위해 첫 입국시 현지인
과 첫 접촉을 하는 것보다는 경험 있는 선임 선교사들의 안내
를 잘 받아야 한다.’ ‘선교사 안전문제에 관한 한,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배운 한 가지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성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선교 전략
을 세울 때 현지인과 함께 해야 한다.’ ‘전략과 영성이 50:50이
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일은 헛되다.’등의 조언이 었었
고, 또한 다음가 같은 의견도 추가되었다. ‘ 한국에서와는 다르
게 선교지에서 선교사나 목회자는 전임사역자의 정체성을 달
리 찾기가 어려워서 현지 본딩이 어려울 수 있다.’ ‘본딩과 세이
Mission Korea Review 2014.12. Vol. 5.

프티 (Safety)와 상관없이 현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순교하
는 사역자들이 있다. 본딩과 세이프티를 고려하지만 선교지에
서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받아 들여야 한다.’ ‘본딩과 세
이프티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지위나 전문성을 현지에서 주
장할 경우 본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보안 매뉴얼 작성

이번 컨설테이션에서 안전문제에 관한 매뉴얼을 간단히 요약
하여 만들 필요를 감지하여 Task Force를 만들어서 각 단체나 개
인이 사용할 수 잇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였다. 네 명
(김무사, 오성경, 위나라, 권세영)이 약 한달 이상 수고하여 아래
와 같은 매뉴얼이 완성되었다.
1.IT(메일, 전화, 스마트 기기, SNS, 컴퓨터자료관리): 오늘
날의 대부분 업무는 IT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기타)를 사
용한다. 그만큼 IT 기기에 모든 정보들이 집중되어있다. 따
라서 각 영역에 대한 보안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IT 보
안은 최신의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개인과 공동체가 위험
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해킹은 기초적인 보안 수
칙(복잡한 암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최신 업데이트 적
용, SNS 노출 주의 등)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따라서
IT기기 보안 전담자를 확보하여 단체의 보안 체계 확립 및
지속적 정보 제공, 그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위기 관리(추방, 전쟁, 천재지변, 납치, 가족사망, 질병, 순
교, 협력): 각 지역별 특수한 위기 상황(사고, 추방, 전쟁,
천재지변, 납치, 질병, 가족 사망, 순교 등)에 대비하여 각
각의 상황 별 지침서를 만들고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
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위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대처가 또 다른 위기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 상황별 경, 중을 판단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철저
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사단법인 한국위기
관리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정체성(호칭, 비자, 행동-사역과 적응, 상황화, 가족): 무슬
림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정체성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
하다. 정체성에 의해 자기 자신과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
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슬람 지역의 사역자들은 기
독교 정체성이 나타나는 용어(목사, 선교사 등)보다는 비
자발급시 취득한 신분(학생, 사업, 여행)과 일치하는 호칭
사용과 그에 준하는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4. 지역별 안전(국가별, 대륙별, 분파별, 이슬람근본주의단체
목록, 비자취득방법): 전 세계에 분포되어있는 무슬림들은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대륙과 국가 심지
어 동일 지역에서도 각 분파별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
다. 사역자는 자신이 사역하는 국가와 지역의 특성, 이슬
람 분파들의 분포,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의 목록 등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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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무슬림단체들(IS, al-Qaeda, 필
리핀 BIFF 외)은 지역을 뛰어넘어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5. 협력(국내, 국외): 위에서 나열된 상황 별 안전과 그 해결
을 위해서는 국내 외 단체들(본국 및 사역국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IT, 위기, 정체성, 지역별 및 예측불허의 상
황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교회, 파송단체, 위기관리재단,
정부기관 등)를 구축하고, 협력을 위한 기관 목록을 파악
하며 그에 따른 정보 수집과 상호간의 교류가 중요하다.

본딩(무슬림과 관계맺기)을 위한 제안들

무슬림들과 가까워 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들
과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다. “겸손해야 한다. 현지인들에게
잘 묻고, 그들의 제안과 조언을 잘 듣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언어가 어린아이 수준이니 평생
해야 공부 한다. 현지인들과 고통을 같이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인데, 예배를 함께 하고 함께 찬양하므로 가
까워 진다. 그 현지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어야 한
다. 본딩(Bonding)이 일어나면 복음의 전도가 쉬워진다. 그러나
본딩(Bonding)되었다고 다 복음 전도가 되는 건 아니다. 머리로
만 본딩(Bonding)이냐, 가슴으로 하냐를 물어야 한다. 북아프리
카지역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인 상대방의 물
건을 빌리고 돌려 주지 않으면 친구로 생각한다. 방문 할 때 전
화연락을 하지 않고 아무 때나 가는 것도 친구로 여겨진다. 물
건을 구매 할 때에도 흥정을 통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낮은 위
치로 가야 본딩(Bonding) 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지인에게 도
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문화에 맞게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현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융화되려는 태도가 현지인
들의 호감을 살 수 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움
이 왔을 때의 도움도 있겠지만 생활과 관계 속에서의 소소한 도
움을 통해 가까워 진다. 더불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
히 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솔직함과 진정성을 가지
고 ‘친구’로 다가 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 변
호하는 변호사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친구로 다가가야 한다.
가족을 통한 접근의 이슈를 만들자. 특히 자녀 양육이나 학습에
관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슬람의 세계관과 가
치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공통의 관심사와 복음의 접촉점을 찾
을 수 있다. 함께 공부하고,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많이 들어
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슬람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

이슬람 파트너십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이슬람
파트너십에 대해서 사역자들에게 좀 더 알려졌음 좋겠다. 이슬
람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료제공이 있으면 좋겠다. 자료에 대
한 객관적인 명시가 있으면 좋겠다. 토론중심의 모임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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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편으로 숙박도 함께하며 선교사들의 쉼도 되도록 진행
했으면, 그래서 더욱 많은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외국의 권역 별로 선교 현장에서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
다. 이슬람권 나라의 초임 선교사들을 위한 멘토링이 필요하다.
MBB(Muslim Background Believers)들을 초청하여 실제 선교사
들과의 bonding을 경험한 MBB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각 교단의 무슬림 선교 관계자들도 초
대되면 좋겠다. 컨설테이션 이후 토론 내용들이 정리되어 공유
되면 좋겠다. 사례발표를 더 하면 좋겠다. 다음에는 무슬림권에
서의 BAM을 다뤄 보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맺는 말
이번 컨설테이션의 주된 목적은 사역자 현지 정착 (Safe Landing-사역자들이 사역지에 어떻게 잘 정착할 것인지?)와 현지인
과 관계 맺기(Bonding-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는 첫 단
계로 어떻게 현지인과 관계를 맺어 갈 것인지?)였다. 그런데 실
지 의논을 하는 중에 ‘현지 정착’ (Safety) 주제 보다는 ‘현지에서
안전 문제’ (Security)를 더 다룬 결과가 드러났다. 현지 정착 이
슈도 매우 중요하나, 현지에서 실제로 느끼는 큰 부담은 여전히

사역자들의 안전 문제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사역자
들이 안전 문제에 지나치게 염려하므로 인해 마땅히 해야 할 사
역을 못할 정도로 안전 과민증을 보이는 것도 문제이나, 안전 문
제에 있어서 문제 삼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러나, 김무사선교사가 발표한 내용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안전 문제에 대해 언급을 전
혀 하지 않고 ‘떠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도
‘가라’고만 하셨지, 안전 보장을 미리 하지 않았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신실이 지키셨고,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도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
으니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를 뿐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우리 모두
는 격려를 받았다. 이번포럼은 사역자들과 지역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현지 정착과 무슬림 관계 맺기에 관한 이슈들
을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나누고 함께 고민한 점에서 큰 결실
이 있었다고 본다.

퍼스펙티브스 목회자 과정
퍼스펙티브스가 목회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사역으로 인해 일주일에 한번씩 시간내서 오시기 어려웠던 목회자들을 위해
6주 동안 퍼스펙티브스를 진행합니다.
1. 매주 월요일에 진행합니다.
2. 목회자들의 사역을 고려해서 12주 프로그램을 6주간 매주 월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3. 모든 스태프들은 이미 퍼스펙티브스 수료한 목회자로 구성됩니다.
4. 목회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들이 강의해주십니다.
(손창남, 한철호, 조명순, 김동화, 김대동, 유병국 등)
5. 조모임에서 우리교회선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일시_2015.02.23~03.30(매주 월요일 6주간 진행)
시간_10am~4pm(점심식사 제공합니다)
장소_성도교회(4호선 회현역) 예정
신청_ www.missionkoreapartners.org/psp341
문의_psp@missionkorea.org/02-889-6400(박성민
간사)
문의_ps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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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 선교한국 2014 대회 리포트
- 과제를 돌파하는 발돋움 -

이대행_선교한국대회 상임위원장

시대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한 2014 대
회는 선교한국 대회 두 번째 패러다임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국
교회 젊은이 선교 동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교한국
대회는 가는(GO) 선교 헌신자가 보내는 선교사 보다 많아진 헌
신의 결과를 도출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선교한국 대회를 통
한 내국인 동원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선
교한국 2014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함께” 출발

프로그램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4개월여의 치열한 나눔과 분
석, 자료조사를 통해 얻어낸 “함께” 라는 주제는 여느 해처럼 하
나님께서 시대에 걸맞게 사용하신 중요한 단어였다. 주제는 선
교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초대), 그 선교가 담아내야 하는 주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공동체, 신학적 토대)과
현장(그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의 관점으로 일주일간 전체집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선교한국 2014 대회는 역사적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젊은이
들이 그들의 삶에 억매이기 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도록 도전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전체
집회를 통한 근본명제에 대한 확인과 헌신을 예배와 말씀으로
담아낸다면, 구체적인 현장정보를 나누는 다양한 강의와 나눔,
박람회 등을 통해 복음전도의 실제를 펼쳐나가도록 하는 의도
가 핵심 이었다.

“함께” 구성

선교한국 대회가 청년학생선교동원을 핵심으로 하지만, 다
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개념으로 참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
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피할 수 없다. 전체집회는 계속해서 단
순한 구성을 향해 가지만, 치밀한 소통의 방법과 뚜렷한 방향성
을 가지고 구성되었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다양
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선교한국대회는 자발적 참여와 페이
스 조절을 자신이 하도록 하는 성향을 가지고 준비되기에, 통제
가 많이 되는 수련회 문화에 익숙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다
소 생소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너무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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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순화해야 한다거나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통제의 제안이 대비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프로그
램의 다양성, 밀도를 높여가고, 통제는 느슨하게 하며 자율성을
강조해야 하는 운영시스템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워졌
다. 다만, 참가자들이 대회를 주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치밀
한 오리엔테이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이 중요하
게 부각되었다.
이번 대회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컨텐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멘토시스템, 박람회, 영역별 주제강의 등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의 유연한 연계를 위한 과제를 낳았지만, 새로운 컨텐츠로 대두
된 선교한국 한마당 및 몇몇 굵직한 변화들은 젊은이 선교대회
의 역동성에 있어서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게 했다. 이번 대회에
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급급한 형태를 보이거나, 미흡한 산
출물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차기 대회부터는 안정된 운영
과 흥미유발과 건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인력의 검증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지만 멘토시스템은
능동적인 역할로 자리를 잡았고, 한마당 준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주관단체가 아닌 대회 참가 경험자들의 의미있는 섬김
이 돋보여 대회 섬김을 위한 자원봉사 인적구성이 내용과 더불
어 성장할 가능성을 보였다. 이런 와중에도 선교단체 박람회는
넥스트 스텝의 중요한 장을 제공하는 역할로 참가자들과의 접
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 강사들이 대회 참가자들과의 관
계를 형성하는 일에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향후 이
부분을 연계한 틀과 동기, 참여변화를 연구해야 하는 과제를 보
였다. 예를 들면 강사나 선교사들이 자신을 손님이나 특별한 역
할자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
지하게 하는 것이다. 맡은 강의는 하나의 역할이며 대회 참가자
들과 능동적인 교류를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일어나도록 인
식의 전환을 도와야 한다. 또한 박람회 참가단체들이 준비한 부
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인 공간 재구성과 참가자들이 동원 대상화되는 현상속에서 보
이지 않는 장벽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12개국이 참여한 국제부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자체내 역동성이 있고, 대회 이후의 연계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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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선교사에 의한 현지 리더들 동원은 이런
점에서 주효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가시화된 목적
성 있는 국제부활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자국 내 동원의 가
치와 방안을 모색하게 해 왔고, 2014년 대회에서도 보다 발전된
맥락의 고민과 나눔이 일어났다. 현재 참가했던 이들을 통해 각
국의 상황에 적절한 교회선교동원전략이 일어나는 소식을 주고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회 장소인 평택대학교는 선교한국 대회가 반드시 캠퍼스
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했다. 선교한국2016
대회에서는 참가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점, 박람회 장소가 한계
가 있는 점 등의 평가를 반영한 새로운 장소의 모색은 앞으로 해
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선
교한국 대회는 캠퍼스 환경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는 점이다.

“함께” 예배

로 대회 이후 기도합주회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띄
게 증가하고 있다. 경배와 찬양에 대한 호평도 있었다. 다양한
팀이 서게 된 것과 다양한 시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다.

“함께” 마무리

무엇보다 2014 대회는 선교한국이 선교동원 대형집회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해야하는 규모에서 매우 아쉬운 결과로 종결되었
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홍보를 탄력 받아
야 하는 시점에 결정타를 맞았고, 이후 잠잠히 물밑에서 발로 뛰
며 진행한 동원과정의 노력이 무색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회
의 내용이 많은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과
별도로 동원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
을 내리게 한다. 시대적인 상황만으로 원인을 돌리기에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내고,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

“함께” 라는 주제에 따라, 부르심과 동역, 파트너십과 과제라
는 영역을 연결하여 예배가 진행되었다. 변화된 프로그램의 틀
을 통해 내용을 배치한 것이 주효했다. 성경강해를 통해 복음의
핵심에 대한 분명한 구도를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인하게 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부
분을 선교사의 삶을 엮어서 진행하여 참가자들은 흐름을 잘 따
를 수 있었다. 성경강해는 아프리카인 사역자와 그곳에서 살아
내는 한국선교사가 팀으로 역담당하여 강력한 인상을 주었다.
대회의 주제인 함께가 말씀 뿐 아니라 삶으로도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것이다.

2014 대회 참가자들(등록시 체크)중 자신을 헌신자로 규정한
비율이 14.9%(192명)라는 점은 이전 4개 대회(평균 30%)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대회 동원 대상자(관심자 혹은 초보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양상이 변했다. 많은 참 가자들이 대회 기간 중
선교적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단한 결과를 보았을 때, 일
주일간의 집중된 집회의 필요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프로
그램에 대한 참여 태도와 행동양식이 매우 일관성 있고 진지한
2014 대회의 흐름을 볼 때, 헌신이냐 관심이냐, 초보냐의 단순
한 개념보다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안정된 흐름을 통한 고민,
도전이 결국 변화의 접점이 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주제메시지는 오전에 배치되어 신학, 복음, 삶의 구도를 전개
했다. 참가자들이 어려워하는 오전집회 메시지는 전달하는 틀
을 바꾸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변신을 통해 메시지가 더욱 빛
이 나게 했다. 특히 화요일 이현모 교수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강력하여 참가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
는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교회의 사명
을 회복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의 방향을 일깨우는 시간
이었다.

선교한국 2014 대회가 일반 참가자, 선교사, 목회자, 학생단
체 간사, 국제팀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각각의 자리를 잡아가면
서 새로운 기능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동원현장과 선교현
장의 만남은 일방적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주는 현상이 아닌 상
호 작용을 하면서 보다 입체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선교한국이 30년의 역사를 향
해 가면서 확장된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2012 대회 평가를 반영하여 아름다운 땅 끝 소식도 업그레이
드 되었다. 전체집회에 적합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치
밀한 관리를 하면서 간증의 내용과 운영, 구성과 전달은 참가자
들과의 교감을 적절히 이끌어 냈다. 현직 선교사에서 학생에 이
르는 간증자 구성은 간극이 없는 삶의 모델이 가장 영향력이 있
음을 나타냈다. 저녁집회에 처음 시도된 준비기도회 시간으로
기도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음에도 참가자들이 기도의 갈
증을 더욱 호소하는 형태로 집중력 있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대회를 이끄는 주체로 역할을 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기도합주회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
었고, 오랜 기간 준비한 팀들의 노고의 열매로 드러났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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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풀어야 할 과제

첫째, 한국교회가 계속되는 한 선교한국대회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교한국대회가 동원집회로서의 정체성과 그
것을 통한 다양한 선교동원과 환경의 고민과 만남의 장이되어
야 하는 역할은 역사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에 동원구도
와 연관된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야 한다. 학생단체와 지역교
회의 가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 이는 특정 영역의
책임자들뿐 아니라 한국교회 선교영역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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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새로워진 프로그램 틀의 안정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컨
텐츠 개발과 가능성을 제시한 2014 대회를 이어, 2016 이후부
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서비스가 가능한 산출물이 필요하다. 특
별히 선교한마당(지구촌 한마당, 전체한마당)은 지속적으로 개
발시켜 나갈 요소인데, 이는 몇몇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재능있
는 자원자들, 열정있는 헌신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 또
한 파송단체들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단체 사역을 알리고 참여
하는 일의 자연스러운 단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창의적이고 손
에 잡히는 사역의 장, 참여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셋째, 인력구도의 변화이다. 선교한국 2014 대회는 외부에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처음으로 모집했다. 중보기도단과 외국인
부를 제외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20여명 이상 참여했는데,
모두 선교한국 대회 참가 경험자들이며, 매우 능동적이고 창의
적으로 대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 또한 한국형 선교 개발원
에서 파송된 함윤정 간사의 역할은 선교단체들에서 전문적 분
야의 자원들을 공유할 길을 열어주었다. 이런 인력구도의 변화
는 면밀한 소통의 과제를 주지만, 주관단체에만 인력의 부담이
있는 구도를 완화하고 자발적이며 전문적인 집단들의 대회 섬
김이 가능한 장을 열게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함께할 열린 자원들이 필요하다.
넷째, 선교한국대회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으며, 수행해야 하는가의 숙제를 풀어야한다. 다양한
참가자들만큼이나 필요들도 다양하고, 그것은 상호작용을 일으
키기에 충분한 장이며,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성을 찾
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선교한국대회의 고유 역할 위에 축적된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기능하게 되는 것일
것이다. 이 일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드러날지 섣부르게 이
야기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것을 감지하는 이들을 통해 구현하실 것이다.

할 것,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선교한국 2014 대회 개요

1. 명칭 : 제
 14회 청년학생 선교대회, 선교한국 2014 대회,
Mission Korea 2014
2. 일정 : 2014년 7월 28일(월) - 8월 2일(토)
3. 장소 : 평택대학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4. 주제 : 함께 (Together)
5. 주관 : DFC (제자들선교회)
6. 주최 : 선교한국 2014 대회 조직위원회
7. 참가인원 : 2,250명
① 내국인 : 1,469명 ② 외국인 : 59명, 12개국
③ 강사/코디/조직위원 : 184명 ④ 박람회 : 54단체, 157명
⑤ 운영요원 : 381명(주관단체,사무국,주집회장,중보기도단,
외부자원봉사 등)
8. 재정 : 508,593,065원
9. 헌신카드 : 1,035명(약 75%)
1) 보내는 선교사 : 약 273명
2) 가는 선교사 : 약
 762여명(장기 214명, 단기 345명, 국내
사역 294명)
3) 2014 대회에서는 멘토들이 헌신카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멘토를 제외한 순수 참가자의 87%가 헌신카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다.
4) 2012 대회를 이어, 가는 선교사가 보내는 선교사에 비해
약 3배로 나타났다.

“함께” 나가며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에도 선교한국 2014 대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소망을 안겨주었고, 동원이라는 명확
한 과제를 남겼다. 방향과 컨텐츠의 변화를 꾀한 2014 대회의
뒤를 2016 대회가 안정적으로 받는 일과, 영원한 숙제인 동원의
과제가 양대 산맥으로 남아 있다. 이 숙제를 해결하는 일은 이
제 특정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진정한 함께 함, 협력을 통해서
만 가능할 것이다.
이번 대회도 여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많은 이들이
있다. 주관단체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 중보
기도자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최선을 다하려 하지
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헌신조차도 귀히 사용하시어 청년들
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제 준비되는 2016
대회(2016.8.1.-6)가 어떠한 역사의 도전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기꺼이 수고를 감당

“함께” 한 선교한국 2014 대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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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Incarnate
The Body of Christ in an Age of Disengagement
(2014, Michael Frost , IVP)

김동화_GMF대표

성육신의 동사형인 incarnate와 대
비되는 표현으로 excarnate 또는 defleshing이라는 말이 있다. 아마도 ‘탈
육화(脫肉化)’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이다. 사람의 시신을 풍장(風葬)이
나 조장(鳥葬)을 통해 살(肉)을 없어
지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도 했다. 저자는 오늘날의 세계가 점
점 더 탈육적인 삶을 조장하고 있다
고 분석한다. 이러한 현상은 영과 육
을 나누는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비
롯된 것으로 육적인 것은 하찮게 여기고 영적인 것만 귀하게 여
기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육화
는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고 늙어가는 것과 죽음
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실제의 싸움에서도 상대방을 전략적으
로 육신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삶을 탈육
화 하는 것은 상당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죽음을 불러드리
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의 세계가 이간의 경험을 탈육화하고 다른 사
람들을 마치 물건이나 아아디어 정도로 대함으로써 그 사람들
을 탈육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치 푸줏간에서 가축
을 도살하여 그 몸을 해체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삶이 점점 더 탈
육화의 과정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SNS나 블러그상
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과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비정하고 냉혹한 이념적 토론이 그러하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다.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포르노와 인터넷 도박, 좀비와 뱀파이어 영화
등에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
한 가상의 공간에서 어디에든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어
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영적인 단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탈육화의 경향은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우
리의 신앙이 탈육적으로 변질되고 예배와 의식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도 몸으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것은 점점 사라지고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성찬식과 같은 의식
이나 경건한 시간은 점점 없어져가고 있다. 신학의 탈육화와 초
탈(超脫, disengaged)한 이성(理性)에 의한 지식이 강조되고, 이
성적 논리가 ‘인과율(因果律)’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상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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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향의 배후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상을 기계적으로 인
식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은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
고 결국 교회의 사명/선교(mission)도 탈육적인 접근을 하게 만
들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구질구질한 현실 속으로 들
어가기 보다는 멀찍이 거리를 두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 선교 여행이 그렇고 전도에 있어서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낯선 사람들을 향한 사역 형태(치고 빠지기)를 선호하는 것에서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비참여(disengagemant)와 탈육화의 시대에 그
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보다 철저한 육화된(embodied) 신앙을 갖
도록 애써야 하며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점점 더 현실 세계과 인터넷 상의 가상 세
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비인간화(dehumanizing)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현실
의 구체적인 정황과 대면하기 보다는 모니터 속의 세상에서 살
아가는데 익숙하다.
우리는 점점 더 공항의 대합실에서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공항 대합실에서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engage)하지 않는다. 일행이 아닌 사람들과는 대화를 할 필
요도 없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대한다. 무슨 일을 할 것
인지는 모니터를 보면 된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모두들 스
마트 폰이나 타블렛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점점 더 현실의 삶
과 구체적인 만남에서 유리된 채 늘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모니터 속에 나타나는 추상화된 세상
에 몰입하게 하고 실제적인 현실과는 단절되게 만든다. 인간의
구체적인 정황을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이러한 경
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
게 한다. 정치, 종교, 성적 경험 등 삶의 핵심적인 다양한 분야
의 일들을 우리의 몸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머릿속에서 만 경
험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나친 탈육화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신앙의 탈육화 경향이 현실 세계
에서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을 짓지 못하는 신자들을 양산해내
고 있다는 것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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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를 거스르는
삶을 살라고 호소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먼저 이웃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 교회로 가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고 이웃들의 구체적
인 삶의 정황 속으로 들어갈 것을 권한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호소와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그 삶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
한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이웃들과 파트너로 함께 동행하며
고백과 용서의 근원으로, 삶의 뿌리를 보여주는 유기체로, 정의
와 자비의 매개체로 소망과 변혁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웃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라
고 말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애환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다. 지역 사회가 공동체로 거듭나
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 끊임없는 진영논리로 일관하는 좌우의 대립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피폐한 삶,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모습
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는 ‘새로운 교회가 오고 있다’(한국 IVP 출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선교적 교회론의 주창자이다. 한국은 서구와 다
른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
회의 변화라는 면에서는 서구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Incarnate

39

40

Mission Korea Review 2014.12. Vol.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