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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하나의 새로운 시작(A New Beginning)
2010년 선교한국이 선교한국대회와 선교한국파트너스로 나뉘어 사역하기
시작한지 4년 만에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선교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선교한국파트너스의 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교동원 사역을 출범하기로 했
다. 따라서 본 간행물의 이름도 Mission Korea Review에서 Mission Konnexion
(Connecting the Partners in Mission)로 바꾸었다. 선교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다양한 그룹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의미다. 국
내외에서 진행된 해외선교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나 모임을 리뷰하는 것이다. 물
론 모든 이슈나 모임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선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모임이나 이슈를 최대한 정리해서 다루려고 한다. 새롭게 변화된 구조에서 본
잡지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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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지는 사람들

최근 선교동원에 새로운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선교
적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각종 선교모임에 참여하는 청년들
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
리포트 된 비즈니스선교 모임인 IBA(International BAM/Business Alliance) 수련
회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20~30대 참석자가 62%를 차지했다. 이 포럼의 원래 주
타깃 그룹은 비즈니스맨들인 40~50대였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젊
은이 선교의 어려움은 청년들이 선교에 관심이 적어진 것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동원하는 측에서 청년들의 필요나 상황에 맞는 이슈와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젊은이들의 현실 상황이 힘들어지고
세속화로 인해 선교와 같은 이슈가 그들의 즉각적인 관심에서 멀어지는 흐름이
있음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적절하게 다가가고 있는가의 문제다. 선교동원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출범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새로운 선교동원 방식을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미션 파트너스의 출범을 앞두고’
라는 글에서 분석해 보았다.

김동화

한철호

중국교회의 선교적 관심과 무슬림 전도 방법론은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최근 중국 도시 가정교회 안에 상당히 발전된 선교적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올
가을에도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모임이 준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로잔에
서 나온 글을 번역해서 실었다. 한편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임 중에 방콕포럼에
서 다룬 ‘선교사 정신건강’ 문제는 급부상하는 선교현장의 시급한 문제로 허입단
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3월말 마닐라에서 열린 로잔 GDN(Global
Diaspora Network)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획을 긋는 모임이다. 그 외 텐트메이커
포럼과 관련되어 정리된 글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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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발행: 미션파트너스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1984 이공빌딩 5층 T. 02-889-6400 http://www.psp.or.kr

이슈 1

새로운 경제대국 중국
자라나는 중국 내 선교운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데이비드 로 (제이 크리스티 윌슨 세계선교회)
번역: 조현서

중국 미등록교회 지도자들은 세계와 한국의 선교 지도자들
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서울에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1)
2013년 아시아 교회 지도자 포럼에서 선교중국 2030년 비전
을 발표했고2) 작년에는 차세대 양성 계획을 세웠다. 선교중국
2030년 비전은 차세대 중국 기독교인들이 중국전역에 수천 개
의 교회를 세우고, 5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의 미전도 소수민족
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2030년까지 2만 명의 해외선교사를 파
송할 능력을 갖추도록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과거를 통해 배우다

중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신학적,
성경적 이해를 꾸준히 넓혀왔다. 공식교회는 엄격한 규제 때
문에 활동이 제한적이지만 미등록 가정교회들은 중앙아시
아, 동남아시아, 중동, 심지어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선교
사를 보내며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2000년대 초 ‘하늘에 속
한 사람’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윈 형제와 피터 수 형제가 중
동에 10만 선교사 파송 비전을 선포하면서3) 1920년대의 백
투 예루살렘(BTJ) 운동이 부활하기도 했다. 당시 수많은 농
민들이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최초의 중국선교사 물결
은 해외 교차 문화적 선교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높은 중도포기율의 벽에 부딪혔다. 중국 교회 지
도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깊이 새기고 있다.

인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신흥 도시교회들은 선교지원의
굳건한 토대일 뿐 아니라 장기선교 파송의 좋은 모범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선교 훈련, 사역, 후원금, 선교사 관리를 위
한 파송체계 및 관련 정책 또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건전한 교회로 가는 길, 화합

과거 지역 교회들은 보안 문제로 왕래를 꺼렸다. 하지만 세계
선교 비전을 공유함으로 이전의 염려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잠 27:17) 중국교회는 연단을 통해 더
욱 건전한 교회로 거듭나고 있다. 선교중국 2030 비전을 계기로
도시와 농어촌 교회, 기성세대와 차세대, 각기 다른 신학적 견해
를 가진 교회들까지도 힘을 합하고 있다.

자신감보다는 겸손함으로

BTJ운동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중국교회는 이전의
호기로운 민족주의에서 보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됐다. 지상
명령의 마지막 횃불 전달자로서 중국보다는 ‘선교는 만민으로
부터 만민에게로’의 방향에 따라 세계교회의 일부로서 역할을
감당하려 한다. 미래에는 중국의 선교활동과 세계교회와의 연
결고리는 필수적일 것이다. 중국교회는 현존하는 세계선교의
장에 겸손한 초심자의 자세로 진입하고자 한다.

건강한 파송본부 및 파송체계
비약적 경제 발전

이전의 선교운동은 해외후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교의 존속과 지원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와 파송체계
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제적 의식 및 접근성을 지닌 지식
1) Global and Korean leaders included Chris Wright (Langham), Doug Birdsall (former Lausanne Chair), Michael Oh (Lausanne Executive Director/CEO), Luis Bush
(Transformation), Gordon Showell-Rogers (WEA), Ka Lun Leung (HK Alliance Seminary), Younghoon Lee (Yoido), Jaehoon Lee (Onnuri), and David Sangbok Kim (Torch
Trinity).
2) See ‘A Landmark Encounter: The significance of ACLF for the church in China’ by
Ezra Jin in the November2013 issue of Lausanne Global Analysis.
3) ‘A Captivating Vision: Why Chinese house churches may just end up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an interview with Paul Hattaway, Christianity Today, 1 April 2004,
http://www.christianitytoday.com/ct/2004/april/5.84.html.

2

역사를 살펴보면 지정학적 및 경제적 부흥기에 국가차원의
선교운동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그랬고, 20세기에는 미국, 20세기 말에는 한국이 각각
이와 같은 부흥기를 거쳤다. 2014년 12월 4일 중국경제는 미국
을 꺾고 세계 최대 규모로 도약했지만 여기에 주목한 이들은 거
의 없었다.4) 중국의 경제부흥은 실로 기뻐할 만한 일인데 왜냐
4) Hugo Duncan, David Martosko, ‘America usurped: China becomes world’s largest
economy - putting USA in second place for the first time in 142 years’, Mail Online, 9
October 2014,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785905/China-overtakes-US-world-s-largest-economy-IMF-says-economy-worth-17-6trillion-America-falls-secondplace-time-18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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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축복하시는 통로로 중국을 사용하시려
는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중국 성도들이 이끄는 평
화발전을 두 팔로 환영할 것이다.

주요 특징

1. 중국교회의 ‘십자가의 길’
중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중국 기독교가 겪어온 수난의 세
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연단을 통한 희생적 삶’이라는 메시
지에는 초기 중국교회를 위해 흘렸던 제자들의 피땀이 녹아있
다. 현재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중국정부가 점차 기독교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해갈 것임을 직감하고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는 핍박이 심할수록 더욱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던 과거
중국 기독교 역사를 기억한다. 정치적 탄압이 아무리 조여와도
중국교회는 소명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다.
2. ‘가자!’를 외치는 중국의 급진적인 제자도
제 3세계의 선교사 파송율이 증가하는 반면 서양의 장기 선
교사 파송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제 서구 국가들이 중국에
게서 배워야 할 때이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연설가인 데이비
드 플랫과 프란시스 찬은 중국 가정교회의 급진적인 제자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프리카, 남미의 교회와 더불어 중
국교회는 세계 교회들에게 급진적 제자도의 가르침이 땅 끝까
지 ‘가라’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반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3. 중국교회, ‘복음의 빚’을 갚다
전에 베이징에서 목회를 했던 다니엘 진 목사는 지난 200년
간 약 20,000 여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중국에 파송됐을 것이라
고 추정했다. 선교중국 2030 비전은 2030년까지 적어도 20,000
명의 중국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 목사
는 “우리는 세계에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보다 중국이 파송하는 선교사의 수가 더 많을 때 진정한
선교중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6)

다음 단계

1. 도시 교회 개척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는 견고하고 건전한 교회들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향후 10년은 중국 도시교회 개척의 황금기로 전
망된다. 어떤 목사님은 중국의 주요 지하철역마다 도시교회 약
5,000여 개를 새로 세우자는 비전을 밝혔다.

수민족 선교활동은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한 목사님은 중국
의 모든 교회가 500여 개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매년 단기선
교팀을 보내도록 하자는 비전을 나눴다.

3. 실현 가능성을 논하다
최근 중국정부의 종교 탄압이 거세지자 한쪽에서는 이렇게
원대한 비전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계획의 규모가 클수록 당국은 불안감을 느껴 압력을
더욱 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중국정부의 공식
대변자인 글로벌 타임즈는 최근 ‘위험한 선교’라는 기사를 통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기사
가 낙관적 전망을 암시한다고 분석한다. 조심스럽게나마 미등
록 교회의 존재를 인정했고 서양 선교사들과 비교해서 자국 선
교사들이 지니는 장점들을 공공연히 기술하고 있는 까닭이다.
과거에는 많은 중국교회들이 자금, 사역자 및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그 모든 것을 바
꾸어 놓았다. 중국 가정교회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 교회마
다 선교사를 후원할 여력도 갖추게 됐다. 가오(Gao)는 세계 각
처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 중국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
다고 본다. 그는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 국가들은 중
국에 호의적인 까닭에 서양 선교사들에 비해 중국인 선교사들
이 해당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다”고 설명했
다. (글로벌 타임즈 발췌)7)

미래 전망

1. 15년 내 선교사 20,000명 파송, 가능한가?
현재 중국에서 파송한 해외 선교사 수는 약 500명이다. 이런
까닭에 15년 내 20,000만 명을 파송하려는 계획이 다소 야심
찬 포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전례를 살펴보면 결코 그
렇지 않다. 1990대 한국교회는 2000년까지 해외선교사 10,000
명을 파송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세웠다. 10년 뒤 한국은 기적
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2010년에는 그 두 배인
20,000명을 기록했다. 이 사실과 더불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국의 7배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이다.8)
2. 교회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
퍼듀대학교(Purdue)의 양평강 박사는 현재 교회 성장곡선을
볼 때 2030년에 중국 내 기독교(구교 포함)인구가 약 24억 7천
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

2. 소수 민족 포용
향후 해외선교에서 교차 문화적 상황을 준비할 때 중국 내 소
5) See ‘China’s Churches: Growing influence and official wariness present twin challenges’ by Thomas Harvey, Paul Huoshui, and David Ro in the July 2014 issue of Lausanne Global Analysis.
6) Pastor Daniel Jin at the Asian Church Leaders Forum in Seoul 2013.

새로운 경제대국 중국

7) Liang Chen, ‘Dangerous Mission’, Global Times, 9 February 2015, http://www.
globaltimes.cn/content/906820.shtml.
8) China’s Protestants are estimated to be 59 million according to a more conservative
number from the Pew-Templeton Global Religious Futures Project. http://www.globalreligiousfutur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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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됨을 의미한다.9)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중
국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감지하고 있으며 이 현상을 ‘오랜 기간
짓밟혀 오던 땅에서 발견된 유전’에 빗대어 표현한다.

의의와 반응

1. 보다 높은 수준의 신학교육
중국의 선교사역은 고속성장 전략에서 충분한 교육을 토대로
한 장기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은 중국 또는 아시
아 내에서 목회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중국
내 수백 개의 신학교, 성서 및 선교훈련센터에서 선교학, 신학
박사 이상의 중국인 교수인원들이 많이 필요하다. 외국인 교수
초빙은 중국 신학교육의 자급력을 지체시키는 임시적인 해결책
에 불과하다. 차세대 목회자 및 선교사 양성에 있어서 중국인 교
수, 신학자, 선교학자들의 수요가 매우 큰 상황이다. 1970~80년
대에 한국교회는 많은 신학생들을 해외로 파송했고 그 결과 오
늘날 2,000여 명에 달하는 선교학 및 신학 박사를 양성할 수 있
었다. 수백 명의 중국인 신학생들은 현재 본토를 떠나 아시아 및
서양의 여러 국가에서 유학 중이다. 이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지난 여름에 미
국에서 처음 개최된 북미중국유학생 컨퍼런스에 13곳의 신학교
에서 유학중인 중국인들이 모인 바 있다. 컨퍼런스 후 거의 모
든 졸업생들이 중국으로 귀국했는데 이는 졸업 후에도 계속 서
양에 남아있던 과거와는 상이한 모습이다.
2. 건전한 파송 구조
한국의 초기 선교활동은 불투명한 자금관리, 선교사들 간의
불화, 파송교회의 부적절한 간섭, 선교지 현지인들과의 불평등
관계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는 건전한 파송체계, 전략 및 적
합한 방침 없이 개인이나 또는 지역교회적 차원에서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이다. 보다 건전한 선교사 파송 구조 구축을 위한
선교 전문가 양성은 향후 중국교회의 과제로 남아있다. 중국교

회는 국제적 동역자들을 찾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선교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에 조직관리, 문화, 위계 구조, 교회와 선교단
체 체계 및 정책, 신용관리, 사역 역량과 감독, 선교 사명, 비전,
가치 설정 등 여러 방면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3. 풀뿌리 동역자들
가장 효과적인 동역관계는 장기적으로 헌신하려는 열정을 가
진 가정교회 지도자들 간에 맺어진다. 대형교회 및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거나 고위관리들과 사진을 촬영하는 등 요란한 활동
속에서 참된 동역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정한 동역
은 많은 이목을 끌지 않는다. 소수의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한
가지 사역에 성실히 임할 때 장기적으로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나라가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
라는 세계 각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국교회의 사례는 큰 영
감을 줄 것이다. 중국교회는 이제 선교를 위해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중국 도시에서 최근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출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이징시온교회를 살펴보도록 하자.
2007년에 설립된 이 교회는 신학교, 카페, 서점, SNS 사역을 운
영하는 동시에 중동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담임인 에스라
목사는 북경대학교 졸업생으로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
았다. 작년 보스턴을 방문했던 에스라 목사는 7년 안에 하버드
와 MIT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나눴다. 세계 지성인의 수
도라 할 수 있는 보스턴, 무엇으로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고통과 희생 중 인내, 소망, 용기 그리고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일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중국교회에 성실하게 축복을 내리사 중국교회가 온 세상에 축
복이 되도록 하셨다.
* 데이비드 로는 현재 고든 콘웰 신학교에 위치한 제이 크리스티 윌슨
(J Christy Wilson) 세계선교회의 회장이자 동북아 로잔 운동 지부장을 맡고
있다. 고든 콘웰 신학교 및 북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옥스포드
선교연구협회에서 박사 과정 중에 있다.

9) Tom Philips, ‘China on course to become world’s “most Christian nation” within
15 years’, The Telegraph, 19 April 2014,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
asia/china/10776023/China-on-course-tobecome-worlds-most-Christian-nation-within15-yea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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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을 향한 한국 교회의 반응
정마태 (인터서브, IP)

서론

‘한국 교회가 이슬람과 무슬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
가’에 대한 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대위임령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 대위임령이 오늘날 무슬림들
을 바라보는 한국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
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무슬림들과의 관계나 사역을 생
각하기 전에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다. 이슬람을 무
엇으로(what)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무슬림과 어떻게(how)
관계를 가지게 될 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 이슬람은 인
류학적, 역사적, 종교적, 이슬람 신학적, 지역적 관점에서도 매
우 다양하고 복잡하며,1) 이슬람 여러 학파 내에서도 서로 이견
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3일
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
하여 열 처녀 비유(마 25:1-13), 달란트 비유(마 25:14-30), 양과
염소의 비유(마25:31-46) 등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의 초점은 그의 재림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고, 성실히
청지기 역할을 다하며, 어려움에 처한 작은 자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산상보훈’
(마 24:3)이었다. 아픈 자들,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을 돌보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
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무슬림들이 가장 신뢰하는 6개 하
디스 중 하나인 무슬림 하디스의 18장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
타난 양과 염소의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활의 날에 말씀 하실 것이다.
오! 아담의 아들아. 내가 병들었으나 너는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하길, 오 나의 주님, 어떻게 내가 당신을 방문했는지요?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개발, 대화, 사역 (Development, Dialogue, Diakonia)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 종, 누구누구가 병들었는데, 너는 그를 방문 안 했지 않았는가?

대위임령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비
전은 단지 몇 개인이나 나라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모
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
전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 비전을 좀더 쉽게 이
해하기 위해 development(개발), dialogue(대화), diakonia(사역)
의 앞 글자를 딴 3D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슬람에 대한 한
국 교회의 반응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대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전체를 포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동시
에 3D를 이슬람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의 반응과 비교하여 살펴
볼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무슬림 상황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
으라’는 명령에 대하여 두 관점을 이해하고 성경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개발 (Development)
여기서 개발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간 생활수
준에 적절한 정상적인 인간 생활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1) Damien Kingsbury, John McKay, Janet Hunt, Mark McGillivray and Matthew
Clarke,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s and Challenges, 2nd 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23-52, especially 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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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방문했다면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너는 발견했을 것인데… 3)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세네갈, 말리, 모리
타니아,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룬디는 모두 무슬림 국가다. 이 나라들은 건강관
리, 교육, 깨끗한 물, 적절한 영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국내외적인 문제로 불안과 내전을 겪
고 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대계명과 그의 삶을 본으로 삼
아 이러한 인간 비극에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NGO와 같은 단체들을 통해 돕는 것처럼 무슬림들도 이슬람 구
제나 개발을 위해 이슬람 세계 구제단(Islamic Relief Worldwide)
과 같이 많은 NGO나 구호단체를 설립하여 돕고 있다. 이와 같
은 일에 유교, 이슬람, 기독교 모두 비슷한 금언을 가지고 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4)고 했
으며, 무함마드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이웃에게 주길 원
2) Armstrong, Karen, A Letter To Pakist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3
3) Chawkat Moucarry, Building Community: A Cross-Cultural Introduction to Islam
(xxxx: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1), 98 as one of four books of ‘Exploring Islam: A
guide to Interfaith Relations in Islamic Contexts’ and originally from Muslim (hadith),
birr (righteousness) 13.
4) Confucius, The Analects of Confucius, A Philosophical Translation, translated by
Roger T. Ames and Henry Rosemont, Jr. A Ballantine Books, the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New York: USA, 1999. P 189 (Analects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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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믿는 이가 될 수 없다”5)고 했다. 예수님
께서는 마 7:12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
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셨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대해 한국 교회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무슬림 세계를 도와야 한다.

2. 대화 (Dialogue)
여기서 대화는 일방적인 독백(Monologue)이 아닌 ‘양방향 의
사소통’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 그의 인격(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과 사역의 유일성 때문
에 그 본질상 유일하고 배타적이며, ‘그 (예수) 없이는 구원은 없
다’. (행 4:12) 그러나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는 독백처럼 일방통행이 되
면 안 된다. 양방향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무슬림 상황에서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께서 명령한 것들을 다 가르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며, 다
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독백이 아닌 ‘대화’를
해야 한다. 무슬림 전도와 제자 양육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접
근 방식을 비교할 때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 보다 ‘무슬림과의
대화’가 훨씬 더 발전됐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교회와 국가들이
지난 14세기 동안 기독교 왕국(Christendom)의 역사 안에서 역
사적, 종교적, 문화적, 신학적, 정치적으로 터키 및 사우디아라
비아 반도, 중동,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들을 수 없이 만났
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과격한 전도보다는 대화를 더 선호하
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미국 교회는 1886년 학생 자원 운동
과 사무엘 쯔웸머의 영향을 받아서 전도에 더 적극적이다. 초창
기부터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선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접근하는 유럽 교회의 방
식 보다는 미국 교회의 전도적 접근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됐다.
또한 한국 교회는 무슬림과의 관계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의 정교회(Orthodox Church)가 가진 풍성하고도 고통스러웠던
역사, 신학, 실천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이슬람 출현 이후
지난 1,400여 년간 무슬림들 안에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무
슬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누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무슬림과 대화하기 위하여 첫째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중동 북아프리카의 정교회의 경험으로부터 배
워야 한다. 둘째는 이슬람과 이슬람의 다양한 문화, 무슬림, 이
슬람의 풍성한 과거 역사, 오늘날 그들 내부의 투쟁과 갈등에 대
해 무슬림들로부터 들어야 한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로 모두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되 가장 훌륭
한 방법으로 그들을 맞으라’ (안 나흘 16:125)
‘성서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되 논쟁하지
5) Armstrong, Karen, A Letter To Pakist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3
‘The Prophet said, "Whoever believes in Allah and the Last Day should not hurt (trouble) his neighbor’ (Bukhari 62:114, 73:47) also see Book 8 Volume 73, Hadith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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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 (안카부트 29:46)

동시에 성경도 이렇게 말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
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5)

기독교나 이슬람 관점에서 이런 ‘대화’는 그들 안에 있는 차이
점과 공통점과 유사점들을 서로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
고 우리는 이 두 종교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평화, 화해, 정의,
인권,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한 이슈 등을 대화해야 한다. 이슬
람의 도전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는 세 가지 접근방식 ‘논
쟁적 접근 방식’, ‘자유적 접근 방식’, 그리고 기독교내에서 진행
되는 ‘성실한 접근 방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바울 사도는 변증
(apologia, άπολογί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 원했다. ‘변증’이란 단어는 신약에 7번 나타난다. 모두 바
울 사도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복음의 변증과 자신의 법적 변증
을 위해 사용했다. (행 22:1, 25:16, 고전 9:3, 고후 7:11, 빌 1:7,
16, 딤후 4:16) 성경적 관점에서의 무슬림과의 ‘대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편으로는 ‘무슬림과 분명한 친구’ 관계를 통해 표현
되는 변증적인 면과 또 한편으로는 ‘무슬림들에게 성실히 복음
을 증거’하는 케리그마적인 면이 있다고 믿는다. 스티븐 베반스
(Stephen Bevans)가 그의 책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Constants in
Today’s Context)에서 결론적으로 ‘예언자적 대화’를 언급했다.
이러한 예언자적 대화는 오늘날 무슬림 상황에서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매우 절실한 부분이다.

3. 사역 (Diakonia, Ministry)
영어 ‘ministry(사역)’은 신약성경에 여러 단어로 표현됐다.
‘사역’에 관련된 헬라어는 diakoneo, leitourgeo, hype-reteo, poimaino, oikodomeo로 총 5가지 종류이며 이 중에 가장 많이 사
용된 단어는 디아코니아(diakonia, διακονία)와 이와 관련된 형
태들이다.
이 모든 동사들은 세속적 의미에서 ‘통제하다, 지배하다’다는
뜻보다 ‘섬기다, 건설하다, 돌보다’ 등의 뜻으로 더 많이 쓰여지
고 있다. 단지 poimaino만 유일하게 ‘지배하다’라는 뜻으로 세
번 사용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지배하는 능력’을 묘사할 때 사용
됐다.(계2:27, 12:5, 19:15)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누
구시며 그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셨는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리스도가 교회에 위임한 그의 사역의 연장으로서 강제나 통제
가 아닌 그의 백성의 자발적이고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모든 사역들’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
의 사역을 추진하는 대리자(agency)라고 믿고, 그 교회는 하나
님의 사역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루어 간다고 믿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를 들면 ‘그 때에 제
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의 구제(διακονία)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diakoneo, διακονέω) 마땅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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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니’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일곱 집사를 뽑고, 열 두 사도
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διακονία)에 힘쓰게’ 됐
다. (행 6:1-4)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 총체적으로 보게 된다. 사
도행전 6:1-4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 내용중의 한 부분으로서 그의 교회 (제자들과 기독교인들)
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이것은 위에서
개발 부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음식을 분배하는 사역(인간의 기
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
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케리그마(κήρυγμα)적 사역이다.
신약에는 케리그마가 총 28번 사용됐는데 명사형태인 케리그마
(κήρυγμα)는 6번, 동사형태인 ‘케리소’(κηρυσσω)는 바울과 관
련하여 22번 나타난다. NIV 성경은 이들을 설교(24번), 선포(3
번), 메세지(1번)라는 뜻으로 각각 번역했다.
개발과 대화가 기본적으로 무슬림과 관련된 것이라면, 디아
코니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삼위일체이신 하
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엡 3:10-11, 골 1:19-20)
그렇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이 질문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19)라는 구절이 열쇠가 되는데 이 점을 깊이 생각
해 보도록 하자.
유대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잘 알고 있었다(마 3:1-17). 그러
나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의 단일신 신앙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
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무슬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명하셨을 때 의식적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세례 의식이 아닌 새
로운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과거의 죄를 회개
하고서 맞이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도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었다.

4. 꾸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일에 대하여 매우 심
각하게 반대한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랍비(아흐바르, 유대인 율법학자 및 성
직자들)와 수도사(루흐반, 기독교 율법학자 및 성직자들) 그리
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하나 하나님 외
에는 경배하지 말라. 그 분외에는 신이 없노라. 그들이 더불어
섬기는 것 위에서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며
그와 관계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
타우바 9:31)6)
이 꾸란 구절은 아랍어로 ‘쉬륵’ (Shirk)라고 불리는 가장 큰 죄
를 언급하는 잘 알려진 구절이다. 이는 알라에 의해 결코 용서받
지 못하고 이슬람에서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죄를 의미한다. 한국
이나 아시아 문화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누
6) Ansari, Zafar Ishaq, translated by, Sayyid Abul A’la Mawdudi, Towards Understanding The Qur’an (Abridged version of Tafhim al-Qur’an), Nairobi, Kenya, The Islamic
Foundation, 2006. P. 38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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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며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셨다. (요 5:43,
10:3, 14:14, 15:21, 행 2:21, 4:12)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의 이름’은 구원을 원하는 무슬림들에게는 그들을 시험하는 시
금석이 된다. 한국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잘 깨닫도록 도와야 하고 이 점을 진지하
게 생각해야 한다. 무슬림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
으로 영접하길 원하는 시점에 도달할 때에 ‘무슬림과 기독교인
들은 기독교인 방식과 무슬림 방식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있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왜냐하면 결코 일치될 수 없는 기독교와
이슬람 사고방식의 사이에서 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시
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7)
한국 교회는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 오듯이 세계
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이 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
다. 그런 결과로 이 두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긴장, 고난, 살해, 오해 등이 있어 왔다. 그래서 나는 무슬림 증거
사역에 있어서 ‘윤리적 증거를 위한 지침’을 한국 교회에 추천하
고자 한다. 이 지침은 영국에서 2009년 6월 포럼에서 기독교인
과 무슬림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의한 지침이다.8) 두 신앙 공동
체에서 존경 받는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의한 것이다.
이 지침은 윤리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나누기 원하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을 위한 조언이다.
필자는 이 총체적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
에게 1) 가서, 2) 세례를 주고, 3)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한 사역이
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즉 ‘무슬림 나라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믿는
다. 한국 교회는 내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가서 세례를 주
고, 그들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
하여 한국 교회를 사용하셔서 모든 무슬림 나라들을 제자로 삼
을 것이다.

5.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인가?

위의 도형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세 개의 겹치는 원의 중심에
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성숙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 그
7) Chapman C., Colin. Thinking biblically about Islam, in Themelios, Vol.3 No.3,
April 1978, p. 77
8) http://www.christianmuslimforum.org/downloads/Ethical_Guidelines_for_Witne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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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숫자적으로도 배가되길 원하신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계
명(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3D를 이해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이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열쇠가
되는 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하
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이슬람과 무슬림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응을 위한 협력 전략

1. 무슬림 국가에 사는 무슬림들을 위하여
현지 교회가 존재하는 무슬림 국가나 또는 기독교인이 전
혀 없는 무슬림 국가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하여 3D를 실천할
때에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현지 교회와 무슬림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BMBs, Believers from Muslim Backgrounds)과 세계 교회와 협력하여 무슬림들을 섬길 필요가 있
다. 로잔 운동의 사명은 ‘모든 교회가 총체적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라고 요약된다. 이 사명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이유로 인해 이슬람이 가장 큰 도전이라는 점이다.
첫째로 2010년 퓨 포럼(The Pew Forum)의 ‘종교와 공적인 삶’
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2030년에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의 4분의 1 이상(23.4%)이 될 전망이며 무슬림 인구가 35%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가
장 큰 미전도 종족 그룹으로 남게 될 것이며 세계 교회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9/11이후 이슬람은 매우 생생하고 도전적인 방식
으로 기독교인들의 존재와 증거에 대하여 심각한 신학적, 선교
적, 이념적, 존재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이 질문들과 도전
들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65%와 무슬림들의 97%가 여러 국
면에서 공존하며 서로 관계를 맺는 비서구권에서 극적으로 일
어나고 있다. (John Azumah, 2013)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슬람
로잔 글로벌 컨설테이션’이 2014년 가나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서 ‘무슬림 사역을 위한 우리의 주된 목적은 무슬림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무슬림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97% 무슬림
들이 사는 비서구권 교회들을 지원하고 무장시킬 가장 가능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동의했다.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이 운동에 전 세계적으로 동참해
야 한다. 무슬림안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관한 도전적 질
문들이 많이 있지만 21세기에 분명한 것은 무슬림들에게 사역
의 초점을 더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워크, 전략 등을 공유함을 의미한다. 아래 도표 1은 한국내 무슬
림 인구의 변화를 보여 준다.
표 1. 2005-2014 한국 내 외국 무슬림 거주자의 성장 (OIC 57 국가출신 기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4

명

78,607

81,442

81,218

89,504

86,764

97,313

107,697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만 이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힘을 합
하여 한국 정부가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무슬림 특히 한국 내의
무슬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참여 시켜야 한다.

결론

나는 무슬림 상황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관점에서 3D
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이슬람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설
명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개발, 대화, 사역 (Development, Dialogue and Diakonia)
3Ds

3D의 주된
특성

누구와 관련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발

긍휼

가난한 무슬림들

인간을 향한 협력과
창조세계 보호

대화

의사소통

무슬림들

변증적, 케리그마적 접근

사역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총체적인 기도와
하나님 말씀

3D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예수의 한국 제자
들은 무슬림권에 있는 무슬림들, 무슬림권 현지 교회들, 무슬림
회심자들을 위해 전 세계 교회와 협력하여 3D를 지속적으로 실
천해야 한다.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 한
인 그들의 문 앞에 와 있는 무슬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함께
연합하고 기도해야 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
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무슬림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
원을 받게 함이라.’ (롬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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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메이커포럼

전문인 선교주의(Too- Professionalism)를 극복해야 하는
진정한 전문인 선교
박준범 (인터서브코리아 대표)

본부: ‘여기, 우리 본부가 보내려 하는 선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그 사람은 무슨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비자를 위
해 초청해 줄 기관이 있나요?’
본부: ‘아니요, 이 사람은 일단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배운 후 차차
어떤 일에 헌신할 것인지 모색하려 합니다’
현장: ‘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필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분명한 영역과 비자를 위해 초청해 줄 기관이 확보되
어야 우리 팀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직업인 vs. 사명자

선교사는 직업인(worker at vocation)일까 아니면 사명자
(Minister at the called)일까? 두 가지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
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그 복잡함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위와
같은 대화는 신입 선교사를 파송하는 본부와 필드 팀 리더십과
나누는 흔한 대화의 일부이다. 이 대화를 보면 현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 팀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이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직업이 진입하고자 하는 나라의 대
학이나 여러 기관들 혹은 NGO 기관 등이 찾는 인력발굴의 요
건에 맞아 고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드러난다. 확실한 기관에
서 비자가 가능해야 선교 팀에 합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조건이
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
의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이해와 조건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오늘
날의 전문인 선교의 이해와 선교관은 과연 그 뿌리로부터 어디
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필자가 국제 선교단체 안에서 관찰한 경험으로는 특히 서구
출신의 선교 리더들이 많은 경우 앞에서 언급한 대화와 같은 입
장이다. 신입 선교사를 수용하고 팀을 이루는 조건들을 이야기
할 때 늘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works that he/she is able to)’
과 그 일을 조건으로 초청하여 비자를 줄 기관이 존재하느냐를
상식으로 여기고 접근한다. 전문인 선교에 대한 현대 선교의 이
해와 진행 중에서 2015년 현재 우리가 갖는 이런 전제와 조건은
타당한 것인가, 무엇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런 관점은 성경적인 진리 위에서인가, 아니면 상황이 가져다 준
타협의 불가피함인가라는 질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현재 선교 현장의 상황과 필요 요건의 기준에
서 본다면 윌리암 케리나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선교의 거장들
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른다. 위대한 전문인 선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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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인 윌리암 케리가 선교지에 가기 전 소박한 구두 수선
공이었다는 의미는 어떤 전문 기술을 보유했다는 의미가 아니
라 오히려 보잘 것 없는 소자였다는 뜻이다. 또한 1854년 중국
에 들어간 허드슨 테일러가 의학을 중도에 중단하고 부르심에
신속히 반응하여 중국에 들어갔다. 그가 이룬 광대한 선교적 삶
과 성취를 볼 때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는 완전히 구비된 전문인
이라기보다 허드슨의 모든 내적, 외적 자원과 가능성을 사용하
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부족하지만 신실한 종이였던 것이다. 현
재의 선교계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선교를 이해하고 그 정의들
을 설정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갖는다. 그런 우리들이 선교나 선교사를 전문인
(professional) 혹은 전문 직업인(expert)의 편향된 관점으로만 단
순하게 이해하고 취급할 때 자칫 선교가 진리의 방향이 아닌 쪽
으로 흐를 수도 있다.

선교사의 정체성

그렇다면 과연 선교사 혹은 전문인 선교사는 어떤 존재란 말
인가? 오늘날 특정한 전문영역 혹은 직업과 선교사가 하는 사
역과의 연관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더 우선되는 것
은 선교사는 직업의 가능성이나 적합성(vocational fitness)에 매
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매인 존재들이다. 비자가 고민인 것이
현실이지만 선교사가 직업에서 획득하는 비자의 안정성 관점에
서만 전문인 선교의 당위성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선교사는 그
가 가진 전문성 외에도 더 깊고 넓게 초월하는 영적 존재와 역할
(spiritual being and role)을 가진다.
그렇다면 왜 전문인 선교사를 강조하고 이야기 하는가? 그 이
유는 하나님의 선교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선교는 만물 안의 대
상인 문명과 문화 그리고 그 속의 모든 인간의 삶과 상황 속 에
서 역동하고 역사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는 시공간은 인
간과 문화가 갖는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 영역들이다. 즉 경제,
비즈니스, 교육, 개발, 보건, 발전, 인적 개발, 지식의 확산, 자원
의 확대, 삶의 동기와 에너지, 가치의 공유 등 ‘여러 사람’과 여
러 상황’과 분리해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잉태
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본질상
총체적 측면에 대한 총체적 반응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전문인
선교는 직업적 효용, 선교지 진입의 용이성, 선교지에서 자원
을 가진 선교사에게 확보될 우위적 위치(dominant position),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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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삶의 자원을 갖고 있는 쪽이 자원이 없는 쪽으로 흘려보내는
소위 자원의 시혜나 자원의 낙수 효과 등으로 다루어지는 실용
(practicality)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인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갖는 성육신 선교(incarnational mission), 즉 나 자신을 내어 줌
과 내 자신이 그들과 함께 되는 것에 가장 부합한 방식이고 실천
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선교를 위해 실용의 문제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기억할 것은 실용에 매몰될 경우 선교정신을
죽이고 근본적인 철학을 왜곡한다.
과연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리는 전문인 선교사란 누구일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담은 거룩한 백성이다.
선교지 모든 영역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가
장 열정적이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헌신된 내적 태도와 자
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 영역이 대학 교육기관이나 병원일 수
있고 한국어 센터나 지역사회개발일 수 있다. 사역의 영역이 단
지 대학교육이기에 전문인 선교이거나 병원 사역이기에 전문인
선교사란 의미가 아니다. 선교는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때 더 진리를 포함하곤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며 선교지에서 실재하는(be presented) 시공간이 하나
님의 전문인 선교의 영역이며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소속
해 일하는 단체가 전문인 선교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이 긴장적 요
소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파트너(선교사)들의 80%
이상이 소위 오늘날의 기준에서 전문인 선교사들이다. 의사, 교
수, 기술 전문가, 비즈니스 전문가, 프로젝트 실천가, NGO 행
정가, 교육가, 언어 훈련가, 음악가 등 수많은 직업 혹은 전문
영역에서 탁월한 자질들을 보유하고 현지에서 이런 자원적 위
치(resourceful position)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전문인 선교주의(Too- Professionalism)를 극복해야 하는 진정한 전문인 선교

선교가 너무 과도하게 ‘전문인 선교주의(too-professionalism in
mission)로 빠진 것을 목도하고 이를 경계한다. 선교사는 전문
인일지라도 그 이전에 부름 받은 아브라함이다(Abraham who is
called). 그 나라와 열방을 위한 영적 선지자, 공동체를 위한 제사
장이며 그 땅의 시대를 선도하는 예언자이다. 하나님의 복을 담
은 저수지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화하는 실천자이다. 보이
는 것에서 사투를 벌리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싸움과 전쟁이
수없이 많이 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
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엡6:12)
누가 전문인인가? 대답은 우리 모두이다. 부르심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인들이고 전문적 헌신
자들이다. 이 개념은 선교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
진 사실과 일치한다. 목사는 전문인 선교사인가? 그렇다. 목사
는 신학, 인문학을 겸비한 전문인이다. 목사, 선교사와 대비되
는 평신도들이 수행하는 선교를 전문인 선교로 이해하는 이원
론적 방식은 선교의 총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 전문인 선
교사는 자신의 손에 들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보
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 나갈 것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지식,
학식, 능력, 현세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를 자랑으로 여
기거나 의지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보고 ‘
없으나 있는 것을 믿고’, ‘있으나 없는 것을 알고’ 오직 진실된 종
의 태도로 성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5년, 10년 동안 땅을 일
구어 가는 충성된 사람이다. 진실함과 신실함을 이길 다른 유능
한 전문인 선교사는 없다. 이것이 전문인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고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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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선교의 구체적인 유형들
손창남 (OMF 선교사)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은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
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한 곳이 선교영역이다.
서구 선교사들이 전쟁 이전에는 선교지의 입국 허가를 쉽게 받
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
으로 선교사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선교사의 진입에 어려운 선교지의 경우 선교사가 직업을 가
지고 들어가거나 선교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황 속에
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방법이 있다. 필자는 이 모델을 풀뿌
리 선교라고 부르고 싶다. 풀뿌리 선교는 현재에만 적용되는 모
델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 속에
서 진행되어 온 선교 모델이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나 바울과
같은 사도형 선교 모델이 등장하기 전 복음은 이미 ‘흩어진 사
람들’에 의해서 로마제국 전역으로 전파됐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팔레스티나, 터키 반도, 마게도니야, 그리고 아가
야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더 넓은 지역
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해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선
교에 대해 알리고 자신들의 상황에 어울리는 선교를 하도록 격
려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몇 가지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할 필
요를 느꼈다.

1. 직업과 선교의 다섯 가지 타입
1타입

2타입

3타입

4타입

5타입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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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지
비자

선교사
비자

사역의
기대

높다

높다

상대적

낮다

낮다

사역지
선택

의도적

의도적

중간

비의도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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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음 필요 없음

직업 비자 직업 비자 직업 비자 필요 없음

필자는 몇 년 전 ‘직업과 선교’라는 책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
고 선교를 하는 경우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보았다. 아래
의 표에 표시한 내용을 전통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자면 1타입부
터 3타입은 선교단체에 속해 있거나 적어도 재정적 책무와 사역
적 책무가 있는 구조 안에 있는 선교사들을 말한다. 이들은 대
부분 교회나 개인들로부터 파송과 후원을 받고 선교지에서 사
역을 감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에서 말하는 1, 2, 3타입은 모두 선교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4, 5타입은 선교사라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자신의 직업을 가
지고 선교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5타입이라고 해도 예수 그
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
교를 감당할 수 있다. 4, 5타입을 조금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4타입: 해외에 있는 직업인
4타입은 3타입처럼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타문화에서 체
류하는 일반 성도를 말한다. 오늘날은 해외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비즈니스를 해외에서 하는 경우
도 많다.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분명히 이해하고
기회만 된다면 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 이들은 4
타입의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3타입과 차
이가 있다면 4타입은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
이다. 4타입이야말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과 비슷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4타입의 경우는 굳이 선교사라는
지위를 가질 필요가 없다.
독자들이 4타입이 편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필자가 분류한 4타입이란 그저 해외에 나가서 주일에는 한인교
회를 섬기고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휴일에는 골프를 치는 그
리스도인이 아니라 시간과 재정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
하는 일에 드려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이런 사
람은 아마도 3타입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다. 우리의 권리
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의 권리
를 포기하고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간다는 면에
서 4타입과 3타입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 5타입: 국내에 있는 직업인
5타입은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타문화 사람들을 섬기는 경
우를 말한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의 외국인이
와 있으며 앞으로 이 추세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선교사의 입국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거의 불가능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선교를 하
는 것은 그들의 국가에 들어가 선교를 하는 것에 비교하면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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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없이 자유롭고 효과적이다.
인도나 아라비아 반도에서 인도네시아로 건너 온 무슬림들
이 이슬람교를 포교했는데 이들은 선교사가 아닌 일반 상인들
이었다. 이들이 인도네시아 곳곳에 정착하면서 이슬람을 전한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현지인들은 선교사들을 그렇게 환영하
지 않지만 시장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더 잘 연다.

2. 4타입과 5타입의 다양한 유형

오늘날 선교적 상황은 많이 바뀌어서 취업,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국경을 넘어 체류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됐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지구촌이라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선교사가 아니지만 선교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
성이 매우 높다. 필자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4타입은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
는 경우를 말하고, 5타입은 본국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살
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같은 4타입과 5타입이라고 해도 다시 몇 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모든 시간을 쓰는 경우와 사역을 위해 가능한 시간을 사
용하는 경우,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지에 있
는 한인교회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세 가
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1) 4타입의 세 가지 유형
기본적으로 4타입은 직업을 가지고 해외에 머무는 그리스도
인으로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4a

4b

4c

가용시간

유

무

무

현지
언어수준

레벨 2+ 이상

레벨 1+ 이상

레벨 1 이하

직접적으로 현지인과
자기의 상황 속
사역을 위해서 접촉하
적극적으로 현
에서 가능한 현
지 않고 출석하는 한인
사역형태 지 사역을 감당
지 사역을 감당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
한다
한다
에 적극 참여 한다
사역적
전문성

중간 이상

기초 수준

기초 이하

● 4a 유형
4a는 현지에서 직업을 최소한으로 감당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선교사역을 하는 경우이다. 자카르타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
는 Y 장로님은 선교사역에 대한 부담이 많았다. 몇 년 전만 해
도 마음은 있었지만 시간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없었으나 드디어
얼마 전부터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열심히 현지 교회들
을 찾아 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풀뿌리 선교의 구체적인 유형들

는 고용주가 선교사역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없다면 이런 유
형의 선교는 힘들다. 하지만 자영업자거나 회사를 소유한 경우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현지 사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현지 언어 구사능력과 사역적 전문성이 있
어야 한다.
현지 언어 구사력은 부록에 언급한 LAMP의 언어 수준에서
적어도 설교나 강의가 가능한 수준인 레벨 2+이상이 되어야 하
며 사역적 전문성도 중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역적 전문성에
대해서는 언어처럼 계량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도나
성경공부인도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간증이나 설교 말씀을
증거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 4b 유형
4b는 고용주의 이해가 적거나 자영업자의 경우라도 형편상
따로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경우 마음은 있어
도 현지 사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앞에서 이야기한 Y 장로
는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무슬림 선교훈련을 받은 두 명
의 사역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사역을 하도록 했다. 최근에
한 선교사로부터 미국에 이민을 간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
는데 4타입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 이민
을 택한 J 부부는 어느 날 출석하는 교회에 방문한 학교 후배 선
교사의 강의를 듣게 됐다. J 부부는 멀리 가서 선교를 하지는 못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뜨게 됐다. J 부부는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
지 못해서 중하층이 사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주변에 다양한 인
종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J 부부는 자기 집에 여러
나라에서 온 이웃들을 초청하고 음식을 나누며 친분을 쌓아갔
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J 부부는 친한 이웃들을 초청했고 그 후
배 선교사를 모시고 복음을 전했다. J 부부가 이런 모임을 만들
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
신의 직업을 가지고 충실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
서는 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 4c 유형
4c는 4b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
거나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상황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 현지
인을 위한 어떤 형태의 사역도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대
부분은 사역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현지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
해가 낮아 사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
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를 간
절히 바라기 때문에 주로 자신이 출석하는 한인교회를 중심으
로 한인교회가 주관하는 선교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다. 예
를 들어 I국의 어느 한인교회에는 현지의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 성도들이 이곳에 가서 선교사역을 돕는다. A
집사는 약사로서 몸이 좋지 않은 현지 목사들에게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을 나누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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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근에 읽은 어느 학생 선교단체의 졸업생이 쓴 글 가
운데서 발췌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한다면 그 사역의 열매
는 대단할 것이다.

새로 취업을 한 회사는 아프리카의 K국 현지 법인으로 비닐봉지를 제

● 5a 유형
5a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최소한으로 감당하면서 나
머지 시간에 외국인 사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
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고용주가 이런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없다면 이런 유형의 선교는 힘들다. 하지만 자영업자거
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외국인 사역을 할 수 있
다. 외국인이 많이 있는 중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의사 한 분은
진료를 일주일에 4일만 하고 나머지 2일은 외국인들을 대상으
로 진료하러 다닌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조절하여 타문화에
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우를 5a 유형이라고 부
를 수 있다.

조하는 회사입니다. 임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이곳에서
전체적인 행정관리를 도맡게 됐습니다.
(중략)
2012년 입사 6년차때 저와 제 아내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K국에 처음 왔을 때 미션 영화와 같은 환경에서 현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들과 서로 호흡하며 주님의 일들을 섬기는 환상이 있었
는데 6년이 지나고 나니 나의 생각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곳
에 살면서 현지인들을 못 믿게 되고 이들을 더욱 무시하게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중략)
현지인들을 생각하는 저희 마음이 성숙해져 가며 이곳에 적응한 저
희 부부에게 한국 선교사님께서 개척을 하신 현지교회에 파송 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인교회는 저희 부부에게 1년 동안 현지 교회
를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양철지붕 하나로 시작한 교
회에서 제 아내는 예배 반주를 하고 저는 주일 학교 교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략)
1년을 이렇게 섬기는 동안 10명 남짓하게 시작한 교회는 지금 주일

관건은 현지 언어의 구사 문제다. 외국인들 가운데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어 구사 능력이 레벨 2정
도여서 영적인 단어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의미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잘 구사하기 위한 노력
을 하거나 현지 언어를 잘 구사하는 선교사와 동역하거나 외국
인 교회와 연결해서 사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역적 전문
성이 있어야 한다.

학교를 포함해서 400여 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고, 올해 1월에는 교
회 건축을 하여 입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1년을 성
실하게 채우고 다시 한인교회로 복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환경에 있다고 해서 이 글의 주인공처럼 하
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의 일로 피곤해서 주말에
는 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
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경우를 4C 타입
이라고 부르고 싶다.
4a, 4b, 4c 유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될 수 있다. 각 유형
에는 장단점이 있고 처한 상황에 맞게 해야 하지만 4c로 시작한
사람이 4b로, 가능하다면 4a의 사역을 할 때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5타입의 세 가지 유형
5a

5b

5c

가용시간

유

무

무

현지 언어수준

레벨 1+ 이상

레벨 0+ 이상

필요 없음

사역형태

적극적으로
외국인 사역을
감당 한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가능한
외국인 사역을
감당 한다

자신이 출석하는
지역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여 외국인
사역을 감당 한다

사역적 전문성

중급 수준 이상

초급 수준

초급 수준 이하

기본적으로 5타입은 본국에 머물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4타입에 비해서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훨씬 적다고 가정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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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b 유형
5b는 고용주의 이해가 어려운 상태이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라 하더라도 형편상 따로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마음은 있어도 외국인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다.
최근에 수출입 은행에 다니는 Y 형제로부터 집 근처 모자 공장
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출신 직원들이 그리스도
의 사역자가 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으로 감동적이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그리스도인인 안똔 형제가 Y 형제의 집
근처 모자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롬복 출신으로 무
슬림인 바이까 자매와 사귀게 됐다. 바이까 자매는 확신은 없었
지만 안똔 형제와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
기 안똔 형제가 급성 신부전증을 앓게 됐고, 다니던 회사는 책임
을 지지 않으려고 그를 퇴사한 것처럼 처리했다. 병원에 입원한
안똔 형제를 위해 구로동의 서울남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던 C집사는 입원비를 부담했다. C 집사는 작은 기업을 운영
하는 분으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
랑으로 안똔 형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안똔 형제가 입원하
고 있는 동안 바이까 자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진실한 사
랑을 보여주는지 보게 됐고 자신의 이슬람 신앙이 흔들리고 있
음을 Y 형제에게 이야기하게 됐다. 그 동안 자신은 무슬림이었
고 무슬림의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보다 우월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아플 때 순수하게 보여주는 그리스
도인들의 사랑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Y 형제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간증을 인터넷에서 찾아 바이카
자매에게 읽도록 했고 마침내 바이까 자매는 진심으로 그리스
도를 믿게 됐다. 안똔 형제와 바이까 자매는 결혼해서 주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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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로 스리랑카에서 일하고 있다. 선교사라는 신분이 아닌 사
람들이 어떻게 자기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
거 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 5c 유형
5c는 5b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
족하거나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상황적으로 시간을 내어 외국인
을 위한 어떤 형태의 사역도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사역적 전
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지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아 사역
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이다. 이들은 주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프로
그램에 열심히 참여한다. 예를 들어 교회는 주변의 외국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고 성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역
을 도울 수 있다.

나가는 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점점 줄고 있다. 필자가 사
역하는 OMF를 생각해보면 1945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1타입
이었다. 그러다가 2타입이 많아지고 다시 3타입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타입의 선교사가 갈 수 있는
지역도 줄어들고 있다.
이제 선교사라는 지위 없이 4타입이나 5타입의 풀뿌리 형태
를 통해서 마치 2000년 전 로마제국에 전해진 것처럼 복음이 전
해지는 시기가 됐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이런 사실에 눈뜨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 이
주민들, 유학생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만 한
다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서 행하셨던 일을 21
세기에 다시 이루실 것이다.

부록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에서 발간한 LAMP(Language Acquisition Made Practical)라는 책에서는 외국어를 배우
는 사람들의 언어 능력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레벨 1: 생존 언어 수준
시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가격을 깎을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호텔에 들어가 방을 잡을 수 있고,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하지만 이 단계에
서 전화를 받기는 어렵다. 문법도 아직 정확하지 않아 단어를
그저 조합하는 정도에서 대화를 한다. 레벨 1에서 여전히 실수
를 많이 한다. 하지만 레벨 0과는 수준이 다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 레벨 2: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한 수준
현지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한다. 전화를 받을 수도 있
고 회의에 참석해서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도 알 수 있다. 직원
을 뽑을 수도 있고 자기의 의사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하
지만 레벨 2에서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조리 있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 레벨 3: 자신의 전문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이 수준이 되면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의 생각이란 전문 영역을 포함한다. 다음에
설명하게 될 레벨 4의 단계도 현지 전문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처럼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지만 레벨 3에서
는 여전히 문법적으로나 어휘력에서 제한적이다. 만약 전공 분
야의 페이퍼를 쓴다면 현지인 언어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
다.
● 레벨 4: 현지인 전문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 수준
이 단계에서는 거의 어려움이 없이 자기의 생각들을 구사하
는 수준이다. 현지인들이 외국인치고는 정말 현지어를 잘 한다
고 느끼는 수준을 말한다. 문법도 거의 틀리지 않으며 어휘력도
상당하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현지인들보다
훨씬 더 현지어를 잘 한다고 느낄 수 있다.
● 레벨 5: 원어민과 동일한 수준
이 수준은 고등교육을 받은 원어민과 동일한 수준이다. 자신
이 외국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 현지인들이 그를 외국인이라
고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을 말한다. 하지만 20세가 넘어서 외
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거의 도달하기 어려운 단계를 말한다.

풀뿌리 선교의 구체적인 유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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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포럼

2015 제 9회 IBA Business As Mission 서울 포럼을 마치고
송동호 목사 (IBA 사무총장)

I. IBA 포럼

제 9회 IBA(International BAM/Business Alliance)포럼은 2015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리더스 포럼과 컨퍼런스로 진행됐다. 리더
스 포럼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설악산 켄싱턴 스타 호텔에서
120명의 리더들이 참석하여 ‘예수 공동체,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컨퍼런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 뉴
욕주립대학에서 724명이 참석하여 ‘예수의 증인들,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IBA포럼의 역사
2007년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IBA는 2014년까지 8회에 걸
쳐 포럼을 열면서 BAM(Business As Mission)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해 왔다. 처음 2004년 로잔 글로벌 BAM Think
Tank는 BAM을 정의, 이해, 재정의 하는 일에서 출발해서 선교
지에서 선교적 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사례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또한 기업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
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선교적 목적을
성취해 가는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가와 참여하는 구성
원, 즉 BAMer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 이후 논
의를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이해, 비즈니스 세상 속
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의 중요성, 성도들을 세
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공동체의 중요성 등이 재확인 됐다.
특히 서울에서 처음 열렸던 2013년 제7회 IBA 리더스 포럼에
서 BAM 운동의 확산을 위한 BAM 생태계(Eco System)의 필요
가 강조됐고, 각성과 확산의 과정 중에 있는 BAM 운동에 대한
지역교회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했다.
2014년 제8회 리더스 포럼에서는 BAM 생태계의 조성을 위하
여 먼저 BAM 교육, 훈련, 멘토링, 지배구조(governing structure)
등 지적 자산을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했고 선교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BAM School의 필요성
도 대두됐다. 더불어 이 모든 환경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며
교회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급한 것처럼 BAM 운동과 사역에 있어서 지역교회의 존재
와 역할은 결정적이다. BAM운동의 확산, BAM의 생태계의 조
성 과정 등에서 교회 공동체의 이해와 협력은 절실한데 BAM사
역을 위한 모든 자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BAM사역을 위한 BAMer들의 교육, 훈련, 멘토링,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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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비롯하여 BAM운동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성도 교회공동
체를 통해서 가능하며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온전한 일이다.

II. 리더스 포럼: 선교적 공동체(Missional Community)와 BAM

2015년 제 9회 포럼의 주제는 ‘선교적 공동체와 BAM이었
다. 리더스 포럼은 ‘예수 공동체, 비즈니스 세계속으로’, 컨퍼런
스는 ‘예수의 증인들,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진행
했다. 지난 논의 과정에서 BAM 기업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
게 발견된 사람(BAMer)과 파송하는 공동체로서 지역교회의 역
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주지했다. 선교적 파송 공동체로서 지
역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재확인했고 다원화, 다문화 시대
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들의 필요와 대안들을 논의
했다.
이하 4가지 사항은 리더스 포럼에서 다뤘던 4번의 라운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비즈니스 문화와 선교적 공동체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를 통한 세속문화의 확장은 비즈니스 세
상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었다. 이는 마치 1세기 로마제국과
비견할 만하다. 이 세계관은 이미 교회 속으로 깊이 침투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상 속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이 시대의 선교적 상황 즉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
교적 메시지가 되어야 하며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문화를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그 답을 내부적, 종
교적인 틀이 아닌 외부적, 변혁적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
보다 리더들의 변화와 다양한 선교적 공동체의 실험을 시도해
야 할 것이다.
2.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교회 공동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원론의 문제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성전의식과 건물 중심의 편향된 이해 때문
에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 또 평신도 중심의 선교가 교권주의의
등장과 목회자 중심의 선교로 전환되면서 세상과 멀어졌고 결
국 자기중심적인 교회로 굳어졌다. 이제 교회는 건물에서 공동
체 중심으로, 목회자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종교의식의 예배에
서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선교적인 틀을 가질 때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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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3. 세상의 다양성을 품는 교회 공동체
비즈니스 세계는 세계화, 도시화를 통해 다양한 민족, 세대,
직업, 문화 등이 서로 교류하고 통합하며 또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속으로 다양한 문화들
이 들어오고 있고 이미 다양한 문화그룹들을 품고 있다. 오늘
의 교회와 선교단체는 이러한 다양성의 증가에 대해 내일을 위
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교회가 교단, 전
통, 왜곡된 교회론, 교회 중심성으로 굳어져 있다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회가 개교회중심의 성장신
화에서 벗어나서 성장의 방법론을 찾고 모방하던 것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에 집중할 때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게 되고, 다문화 시대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일이 가
능해 질 것이다.
4. 비즈니스 세상 속에서 선교단체와 기업은 어떻게 교회 공
동체로서 설 것인가?
지역교회와 더불어 다양한 선교단체들과 BAM기업들도 세
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
포할 책임이 있다.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파송 선교단체들은 과
거보다 더욱 공동체적 책무(communal accountability)를 갖게 했
다. CBMC 등 일터사역을 돕는 다양한 단체들도 서로를 돕고
세우는 공동체성이 강조될 것이며 BAM 기업들은 더욱 그럴 것
이다. 특히 선교가 경제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지역사회의 경제
적, 사회적, 환경적, 영적인 변혁을 총체적으로 도모하는데 효과
적일 것이다. 선교단체는 물론 BAM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달
리티적 비전과 정신을 가진 공동체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격려
하여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문화그룹을 담아내는 시도들이 일
어나도록 해야 한다. 기대하는 것은 과거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
은 선교적 정신을 가진 공동체들과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
한 선교의 시대가 BAM운동과 함께 힘 있게 일어나는 일이다.

III. 포럼 이후 BAM의 최근 방향

1. 복음의 실현으로서 BAM
한국교회에서 절실하게 대두되는 화두는 선교적 삶이며 신
앙과 삶의 일치이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
앙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적 삶의 구현은 곧 구체적인 메시지가 된다. 우리의 선교
는 선포(proclamation), 즉 ‘전하는 것’ (speak out)만 아니라 실현
(demonstration), 즉 ‘사는 것’ (living out)이어야 한다. 진실로 우
리의 복음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웃, 민족,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며 복
음 가시성을 요구하는 시대를 향한 우리들의 반응은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가치, 원리를 따라 일과 삶
속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선교와 소명에 관

2015 제 9회 IBA Business As Mission 서울 포럼을 마치고

한 이야기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야기 할 수 없다. 선교 소명
이 직업소명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교동원의 장에
서도 절감한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
도의 제자들과 선한 증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도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도전하고 있다.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훈련, 목
회적 돌봄, 지속적인 멘토링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다.

2. 선교적 교회의 대안과 BAM
BAM은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대안이다. 선교적 교회란 단
순히 모토가 아니다. 선교적 교회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선
교적 삶을 인식하며 교회 공동체의 선교사명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다. 작금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목회자들은 선교
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 BAM사역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
동안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한국교회 안에는 교회성장신화, 개
교회주의를 비롯하여 신학적, 목회적 장애물 등이 존재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와 위기감에도 변화를 모색하는 지역교회들은
BAM의 비전, 가치, 운동에 동의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
을 받아들이고 있다.
3. 선교자원 동원과 BAM
지역교회의 선교자원들은 결코 고갈되지 않았다. 한국교회
의 저성장과 함께 한국선교의 위기론을 이야기 하지만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는 선교 자원이 충분하다. 다만 선교단체 지도자
들과 동원가들의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Target is Moving! 세
계화와 비즈니스는 우리 모두를 이동하게 만들었다. 한국도 이
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땅 끝이 우리의 목전에 와 있다. 모
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비전을 품고 살며 상대적으로
더 복음이 필요한 영역, 나라, 민족, 열방으로 기꺼이 나가도록
부르고 세우며,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이 필요하다.
4. 선교적 생태계와 BAM
한국교회는 세계의 어떤 교회보다도 선교적 DNA를 가진 교
회임을 자부한다. 앞서 언급한 상황과 요구들을 생각할 때 무
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드
는 일이다. 지역 교회에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성, 경
험, 영성을 가진 준비된 자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깨우고 일으켜 세우며, 서로 연
대하도록 섬길 일들도 큰 과제이다. BAM기업들과 하나님 나라
의 비전을 품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 BAMer들을 구체적으로 돕
기 위한 생태 시스템의 필요는 너무나 시급한 일이다.
5. 다음 세대와 BAM
한국에서 IBA 포럼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주목
할 만한 사건이었다. 중국 상하이에서 선교사들과 장년 중심의
기업인들과 진행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BAM의 현
장에 직업소명과 선교소명을 통합한 새로운 청년세대가 등장
하는 것을 보았다. 한국에서 진행된 첫 포럼이었던 7회 포럼의
목표그룹은 40~50대였으나 4~50대는 44%에 그친 반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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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51% 모였고, 8회 4~50대가 32%, 20~30대는 도리어 두 배
인 62%, 그리고 이번 대회도 20~30대가 62%나 참여했다. 이제
BAM 사역을 계승할 진정한 주체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
리 선교계는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제 9회 IBA 포럼 정리 선언문>
‘예수의 증인들,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
제 9회 IBA 포럼은 2015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리더
스 포럼과 컨퍼런스로 진행됐다. 리더스 포럼은 6월 22일부터 24

IV. 글을 마치면서

오늘날 세계 선교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 인식의 전환을
통한 BAM운동의 확산과 여전히 남겨진 열방의 과업을 완수하
기 위해 기업, 선교단체, 지역교회들이 모인 BAM 연합체가 바
로 IBA(International BAM/Business Alliance)다. IBA는 BAM의
비전과 가치를 깨우며 확산하기 위해 주제강의, 사례발표와 선
택식 강의, 멘토링, EXPO 등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매년 컨퍼런
스를 열고 있다. 그리고 BAM 비전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세 그
룹인 지역교회, 선교단체, 기업의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 정리, 자료화하고 운동의 기저를 다져가는 리더
스 포럼을 같은 기간 함께 갖고 있다.
한국에서 IBA포럼이 열리면서 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42
개의 이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공식적인 조직도 출범했다.
IBA의 포럼은 내년에 10주년을 맞게 된다. 이제는 BAM운동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내년 여름에 BAM School을 시
작하고자 한다. 또 오는 11월 7일에는 IBA의 운동의 결과로 일
어난 청년들을 더욱 격려하기 위해 글로벌 청년창업경진대회도
개최하려고 한다.

일까지 설악산 캔싱턴 스타 호텔에서 120명의 리더들이 참석하여

‘예수 공동체,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컨퍼
런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 뉴욕주립대학에서 724명이
참석하여 ‘예수의 증인들,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 라는 주제로 진
행됐다.
참석자들을 대표한 18명은 제 9회 포럼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 비즈니스 세계에 서기 위해 하나님 나라
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확인하였다. 세상 속에서 청지기적 삶
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이원론을 극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복음의 증
거자로 살게 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님의 친구되심,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 가
운데 증인으로 설 수 있다.
●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소망한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귀한 유산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파송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다양한 문화그룹들을 섬기
기 위한 공동체적 시도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 BAM 운동에 세대 간의 협력을 기대한다.
우리는 BAM 운동에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남을 기뻐한다. 동시
에 세대 간의 BAM 협력 사례들이 더욱 구체화되며 열매 맺길 소
망한다.
● IBA가 영적 전쟁 속의 동역 공동체임을 확인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영적 싸움 가운데 모였던 9회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운동의 주인되심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동
역자 의식을 확인했다. 주께서 이미 성취하신 승리를 믿음으로 우
리는 BAM 운동을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6월 27일 한국 뉴욕 주립 대학에서
Bill Job, 김찬중, 박민부, 박준범, 서명구, 송동호, 송창섭, 신유섭,
오승희, 유재철, 엄기영, 이 제프리, 조준래 , 진경도, 조샘, 최준식,
홍기영, 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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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N포럼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과 이주민 선교1)
문창선 선교사 (위디국제선교회, 로잔 디아스포라 국제자문위원)

디아스포라 현상과 세계 선교의 변화1)

비서구 교회는 20세기 말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선교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세
계 선교의 지평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 선교의 가
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 ‘디아스포라 선교’는 그 동안 전통적
인 선교의 방식을 뒤집는 미래 선교의 방향이자 도전이라고 남
미 선교 신학자인 사무엘 에스코바도 언급했다.
한편 세계 교회 협의회(WCC)도 유사한 차원의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현상의 하나인 이민으로 야기되는 다양
한 공의(justice)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복음주의권에
서 제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민은 새로운 정치, 경제, 문
화, 교회론적인 문제들과 인신매매, 개발로 인한 인구분산 등
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종혐오를 낳고, 더 나아가 국제
적으로 종교간 관계, 정체성, 정의,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글로벌 에큐메니칼 이민 네트워크(The Global Ecumenical Network on Migration)는 이민이 인종차별주의, 인종혐
오, 교회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이 문제로 집
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WCC가 보고 있는 이민의 문제는 정의,
디아코니아, 창조에 대한 책무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특
징이며, 최근 유럽인구 지평의 변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Mapping Migration, Mapping Churches’ Responses를 출
판했다. 이 책은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인구 지형
의 변화, 이민에 대한 신학적 접근과 교회의 대응에 대해 지역별
로 통계를 잘 정리한 해설서이다.
국내적으로도 한국에 거주하는 180만 명의 이주민에 대한 한
국교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에 있다. 머지않
은 장래에 WCC, WEA, 로잔 운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
략(divine conspiracy)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연합전선을 이루는
것을 꿈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이 글은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과 지난 3월 24-27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
었던 Global Diaspora Forum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한인 디아스포라 연
구소장 및 로잔 디아스포라 실행위원인 김성훈 선교사의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과 선
교’라는 글과 로잔 위원회 디아스포라분과 선임위원인 사디리 조이 티라 박사, Global
Diaspora Network의 대표가 된 T.V. 토마스 박사의 포럼에 대한 평가를 정리했다.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과 이주민선교

로잔 복음주의 대회와 디아스포라 선교 운동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은 공식적으로 1989년 마닐라 대회이
후 당시 위원장이던 톰 휴스턴에 의해 조직됐고, 1998년 처음으
로 캐나다의 에드몬튼에서 국제 디아스포라 지도자 대회가 열
렸다. 이후 2004년 파타야 로잔 포럼에서 Lausanne Occasional
Paper No. 55, ‘The New People Next Door’가 나왔는데 이는 복
음주의 선교의 사고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그 무
렵 로잔과 상관없이 필리핀인들의 디아스포라 선교를 정리한
‘Scattered’가 출간됐다. 2007년에는 필리핀계 캐나다인 티라 박
사가 로잔 디아스포라 선임회원으로 선임됐고 헝가리 부다페
스트의 로잔 지도자 대회에서 타민족 디아스포라와 연합을 시
작했다.
2009년에 로잔 디아스포라 리더십 팀(LDLT)이 구성되고 마
닐라에서는 LDLT중심으로 다양한 디아스포라 사역자, 신학자,
선교학자, 현장 사역자, 선교전략가 등이 모여 디아스포라의 신
학적 기초를 놓는 일을 시도했다. 그 후속 모임으로 2009년 말
서울에서 디아스포라 선교학에 대한 서울 선언을 가졌고, 그 결
과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연구 보고서인 ‘마지막 추수를 위한 흩
어짐: 세계적인 흐름을 위한 디아스포라의 이해와 적용’(위디국
제선교회 번역)을 2010년 3차 로잔 대회에 제출했다. 2010년 4
월에는 옥스포드에서 유럽 디아스포라 안건을 다루는 컨퍼런
스가 열렸고 그 결과물을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의
Transformation(2011년 1월호)에 발표했다.
2010년 10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 3차 로잔 복음
주의 대회 기간 중에 다양한 주제의 분과 모임들이 진행됐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참석자들의 요청으로 다시 강연을 가진 주제
는 ‘디아스포라’였다. 기존의 주제들이 선교현장의 구체적인 문
제들을 다루는 것이라면 디아스포라는 21세기 선교에 주목 받
는 현상이고 현장 선교의 과제들을 풀어 가는데 중요한 변수이
자 2차 대회 이후에 제기된 선교적 현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됐다. 3차 로잔대회 이후 디아스포라는
이미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과 방향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소위 ‘하나님의 모략(divine conspiracy)’으로 불린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는 기독교 역사 속에 각별하게 의도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3차 로잔 대회 중 각국의 디아
스포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운동을 범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
해서 그동안 디아스포라 운동을 주도해 온 로잔 디아스포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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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팀(LDLT)을 대신하여 세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Global
Diaspora Network, GDN)을 조직했고, 전 세계의 중요한 복음
주의 운동 단체들과 연대하기로 결의했다.

로잔대회 이후의 선교 운동: GDN의 방향성

그 동안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을 주도해 온 에녹 완, 사디리
조이 티라, 테드 야마모리 등이 주축이 되어 실행위원회를 구
성하고 케이프타운 후속 모임을 2011년 2월 20-21일 파리에서
개최했다. 이 네트워크는 두 개의 조직인 International Board of
Reference와 International Advisory Board로 구성되어 운영됐고,
필리핀 마닐라에 실질적인 행정기구(GDN with the Philippine
Security Exchange Commission)를 설립했다. 필리핀 마닐라에
세운 이유는 글로벌 교회가 이 운동을 주도한다는 상징성을 갖
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Global Diaspora Forum 보고

이 보고 내용은 2015년 3월 24-27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
었던 Global Diaspora Forum을 종합했다. Global Diaspora Forum 2015로 가는 길에 큰 도전이 있었다. 우리는 행사의 불과
몇 주 전에 전임 디렉터의 사임을 직면했고, 국제적인 행사를
치룰 재정도 없었다. 그밖에 웹사이트가 해킹 당하는 등의 어
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GDN과 로잔 지도자들은 행사의 개
최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숙고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은 이러한 장애들 보다 컸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다
음과 같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
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 1:2-4)

GDN의 목표는 디아스포라 선교와 관련된 지역 조직과 이슈
그룹들과의 연대를 추구하며, 학문적 영역에서도 디아스포라
와 관련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차세대 리더들을 발굴 양
성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또한 디아스포라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로잔 대회 차원에서 2015년 세계 디아스포라 포럼(Global
Diaspora Forum)을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 준비
를 위해 2011년 여름 마닐라에서 필리핀 복음주의 대표인 텐데
로 주교와 필리핀 개신교 차원의 협력을 합의했고, 2012년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운영 이사회가 모여 최종적으로 2015년 세
계 디아스포라 포럼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행사가 끝나고 2주 후 사디리 조이 티라 박사는 다섯 가지 신
학적, 성경적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3월 포럼 이후 지역, 종족, 국가별로 디아스포라를 이
해하는 현장 사역자들과 학자들이 양성되기를 기대하고, 향후
랄프 윈터의 PSP처럼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자료집을 출판하여
전 세계 각 신학교, 훈련기관, 현장 디아스포라 목회차원에서 새
로운 관점의 선교 훈련이 가능하도록 집중하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들은 디아스포라 관점의 신학, 선교학, 실천 방안 등
을 자료화해서 각 신학교, 선교훈련 단체에서 훈련 프로그램들
에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전파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 각 대
륙 별로 지역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이 진행됐다.

포럼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100개가 넘는 교파, 선교단체, 신
학교육단체, NGO, 기독교 단체를 대표하는 300여명이 참석했
다. 세계 교회의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참
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열정적으로 배우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
는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KDF)은 범아시아 디아스포라 네트
워크 결성을 위한 산파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
는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이주민선교 전문 단체인
위디국제선교회 같은 한국 단체들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거주 지역의 타민족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
할 수만 있다면 비서구 교회가 주도하는 미래 선교의 주역으로
서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에 기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

●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완전히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누구도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
●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또한 심판하신다.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돌보신다.
주님의 돌보심은 추상적이거나 멀리 있지 않고 실제적이다.
●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교회의 합심한 기도를 들으신다.
●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공급자이시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학 개론을 위한 헌신적인 연사들, 열정
적인 발표자들, 편집자들, 작가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감
당했다. 이 사람들은 개론과 관련된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준비
가 되어 있었다. 발표된 이슈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건설적인 토
론이 이뤄졌고 기고자들과 편집자들의 평가는 최종적으로 개론
서에 반영될 것이다. 참석자들은 각자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의 논의를 보다 발전시키기로 하고 용기
와 헌신의 마음을 품고 행사장을 나섰다.
개회의 밤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마이클 오 박사,
데이비드 베네트 박사, 필립 창 박사 등 로잔 운동의 선임 지
도자들과 필리핀 노동부장관 호잘린다 발도즈, 필리핀 복음주
의 교회위원회 노엘 판토하 주교, 세계 복음주의 위원회의 신
임 CEO인 에프라임 텐데로 주교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마무
리는 엄숙했고 역동적이었으며 연합의 시간이었다. 특별히 성
찬식을 통해 참석자들은 그들 가운데 부는 하나님의 바람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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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수 있었다.
테츠나오 야마모리 박사는 세계 교회에게 디아스포라 선교
학에 대한 폭넓고 분명한 논제를 제시했고, GDN 초대 의장이
며 로잔 운동의 디아스포라 분과 선임위원인 티라 박사는 향후
5년 간의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GDN의 새로운 리더십 팀
이 구성됐는데 티라 박사는 리더십을 T.V. 토마스 박사에게 이
양했다. 특히 디아스포라 교육가들을 구성했고 디아스포라 선
교학 교육과정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해 저명한 학자들이 선임됐
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티라 박사의 지도 하에 향후 6개월 동
안 Scattered and Gathered: A Compendium of Global Diaspora
Missiology라는 가제를 가지고 개론서의 광범위한 편집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출판업자를 연결해주
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T.V. 토마스 박사는 포럼의 폐회식에서 다음 GDN 리더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아트 메디나, 폴 시드노, 사디리 조이 티라, 이
순근, T. V. 토마스, 테드 야마모리 등이 GDN의 집행위원으로
선임됐다. 국제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마이크 애덱빌, 헨리
아운, 리사 에스피넬리-친, 잭 크렘크, 문창선, 더그 니콜스, 엘
리아스 메데이로스, 엘돈 포터 등이 선임됐다. 한편 티라 박사는
계속해서 로잔의 디아스포라 분과 선임위원과 선교학의 대변인
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GDN 디아스포라 선교학 교육자 FT팀을
조직할 예정이다. T.V. 토마스 박사는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기
도 동원, 디아스포라 선교학 개론서의 완성, 동반 관계 탐색 등
GDN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
는 것으로 모든 모임을 마무리했다.

신임 GDN의 리더인 T.V. 토마스 박사는 참가 대상자들이
전 세계에서 참가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네
트워크 구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참석자들은 활발한 토론
을 통해 개론서의 각 장에 대한 통찰력 있는 비평들을 제시했
고, 많은 사람들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기도와 재정
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T.V. 토마스 박사는 GDN 웹사이트
를(www.global-diaspora.com) 더 많은 사용자들과 친화적이고
실시간 포스팅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하고 디아스포라와 관련
된 정보, 사역, 활동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발표했
다. (이메일: info@global-diaspora.com)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과 이주민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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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럼 1

선교사의 정신 건강, 왜 중요한가?
정민영 (WGA, 부총재)

들어가며

정신의학이나 상담분야의 비전문가로서 이 버거운 주제를 감
히 다루는 이유와 취지는 선교사의 사역, 사역대상, 소속 공동
체에 정신건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
써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다양한 선교현장에
서 실제로 일어났거나 진행 중인 몇 사례들을 소개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취한 이 발제문은 비밀보
장을 위해 가명 및 가칭을 사용했고 필요에 따라 유사한 몇 가
지 사례를 하나로 묶기도 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특
정 지역이나 사역유형 또는 선교단체나 교단에 국한되지 않은
것임을 밝힌다.

사례 1

A선교사는 한국의 주류교단에 속한 대형교회의 파송을 받아
H국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감당하다가 현지 한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인교회를 세우고 담임목사가 됐다. 당연
히 현지 한인교회는 담임목회자인 그에게 합당한 재정적 사례
를 했지만 무슨 연유인지 한국의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은 그
에게 계속 거액의 선교헌금을 보냈다. 이 일은 결국 H국에서 사
역하던 다른 선교사들이나 한인교회 성도들 그리고 종종 현장
을 방문하는 한국의 지도자들 및 파송교회 성도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지만 본인과 파송교회는 전혀 개의치 않는 기현상
을 보였다. 심지어 해당교단에서는 그를 한국선교를 빛낸 선교
사로 선정하여 포상까지 했다. 이 문제가 교정되지 않은 채 오
랜 세월 지속되면서 적잖은 규모의 축재가 이뤄졌고 그가 현지
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금
액의 현금이 쏟아져 나와 선교계와 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평가 및 질문 1

이 사례는 한국선교의 재정적 책무(accountability) 부재 및 불
투명성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재정적으로 부정직한 사람
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불미
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선교에 실망하는 이들을 감안할 때 차라
리 하지 않음만 못한 게 아닐까? A선교사의 물질적 집착 문제
를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치유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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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거물이 되어버린 A선교사 같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부인
하고 상담치유를 거부할 때 선교공동체가 취해야 할 대안은 무
엇일까?

사례 2

J국에 파송된 B선교사는 헌신적 열심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
당하면서 파송교회나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이른
바 '모범적' 사역자다. 그의 열정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그
를 존경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선교대회들이 그를 앞 다퉈 모셔
가곤 한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부부싸움이 잦아지더니 최근에 아예 별거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정신적 피해도 컸다. 마침내
자녀들과 아내를 귀국시킨 그는 계속 J국에 홀로 남아 예전과 다
름없는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를 파송한 교회와 단
체는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핑계로 가정문제를 덮어두고 있다.

평가 및 질문 2

이 사례는 한국선교의 목회적 돌봄(member care) 부재 및 미
숙과 연관된 문제이다. '모범적 사역(자)'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
는가? 한 가정의 아비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상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또는 거부하는) 사람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
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정을 희생한다’
라는 말을 비판이나 여과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성경적, 신학적
재조명을 통해 교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한국교회가 존경
하는 한 목회자의 따님이 가정과 사역의 균형을 잃은 부친의 이
원론적 삶과 사역을 아픈 마음으로 고발한 책자 ‘목사의 딸 하나
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박혜란, 아가페북
스)가 우리의 선교관행에 시사 하는 바는 무엇일까? 한국 기독
교 상담심리 치료학회가 목회자 아내 7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9.9%가 우울 증세를 보였는데, 그 중 10%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응답자 대다수인 96%가 ‘전문 상담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B선교사의 부부문제와 거기
서 파생되는 가정문제를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치유해
줘야 하지 않을까? 본인이나 부부가 자기의 문제를 부인하고 상
담치유를 거부할 때 선교공동체가 취해야 할 대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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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C선교사는 B선교사처럼 사역적 열정이 강할 뿐 아니라 수완
이 좋고 포부가 커서 K국 선교사로 파송된 지 불과 2-3년 만에
수십 개에 달하는 현지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현지 지도자들
을 양성하는 거물 선교사가 됐다. 파송교회와 교단은 기회가 될
때마다 C선교사의 업적을 홍보하고 그런 비범한 사역자를 배출
한 사실을 공공연히 자랑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켜본 C선교
사는 바람직한 복음사역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현지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겸허히 섬겨야 할 선교사가 오히려
그들을 어린애처럼 하대하면서 극단적 권위주의를 드러내고,
그의 그릇된 자세를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들에게 K
국 사람들은 노예근성이 있어서 인격적으로 대접하면 안 되고
하인처럼 부려야 효과적이라는 반복음적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와 동역하게 된 장단기 사역자들이 그의 실체에 낙심하여 오
래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를 자랑스럽
게 생각하는 파송교회와 교단이 지원하는 풍부한 재정과 인력
으로 그의 파행적 사역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평가 및 질문 3

이 사례는 한국선교의 사역적 책무 부재 및 미숙과 연관된 문
제다. 단기간에 크고 많은 성과를 내는 방식, 또는 그런 시도 및
기대가 과연 성경적으로 정당한가? 반복음적 자세와 가치관이
라도 가시적 성과를 내면 되는 것인가?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하
는가? ‘꿩 잡는 게 매’라는 합리화가 성경적 가치관과 부합하는
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관점에서 더 많은 일을 더
열심히 하기보다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옳지 않은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
님이 우리의 도움을 구걸하시는가? 그런 빗나간 전제하에 열심
히 일하면 되는가? 우리의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사랑의 초청'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인본주의적
이고 바리새적 종교성의 표출인가? C선교사같이 인성이 뒤틀
린 사역자들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치유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가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상담치유를 거부할 때 선
교공동체가 취해야 할 대안은 무엇일까?

사례 4

D선교사는 까다로운 L국의 입국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에 필요한 고아원과 유치원 그리고 몇몇 학원을 설립하는 이른
바 창의적 접근을 통해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데 장기간 은밀하
게 진행된 인면수심의 악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운영하
는 기관의 학생들뿐 아니라 심지어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추행
소문이 조금씩 퍼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
과 구체적 증언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D선교사 자신은 그런 일
이 절대 없었다고 잡아떼고 있고 그를 파송한 교회와 단체도 그
의 말만 듣고 사실무근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물적 증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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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파악이 어려운 유형의 사건이어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서
서히 미궁에 빠져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어이없게도 D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단체는 L국 선교의 발전을 위해 이 사
건의 진위를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덮자고 강변하면서 사실여부
와 무관하게 D선교사의 사역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평가 및 질문 4

이 사례도 한국선교의 사역적 책무 부재 및 미숙과 연관된 문
제다. 따라서 사례3과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D선교사처
럼 기본이 안 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
를 은폐하고 미화하는 우리네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바
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선교현장에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역자를 검증해서 파송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자는 양적 팽
창주의의 흐름을 이제 질적 성숙의 방향으로 돌려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치리와 교정 등 선지자적 역할이 실종된 현대교
회의 현실에서 사례4와 같은 문제의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나가며: 해법을 겨냥한 세 가지 제안

1. 공동체의 검증과 걸러내기 강화
다다익선식 선교의 인해전술을 내려놓고 사역자를 검증하고
걸러내서 양질의 소수인력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선교 패러다임
의 전환이 절실하다. 웬만하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고 부추
기던 관행-한국 교계와 선교계는 지금 그 참담한 대가를 지불하
고 있다-을 중단하고 아무나 함부로 그 중요한 사역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선교후보자의 삶과 사역의 열매를 검증하고 심리검사
등을 통해 문제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공동체의 역할을 회복해
야 한다. 본인이 원한다고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를 마구잡이로
세우지 않고 청문회의 높은 벽을 쉽게 통과 못하도록 하지 않는
가? 본인이 지원한다고 아무나 지역교회의 담임목사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선교사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관행이 생긴 것인가?
2. 사역보다 사람에 초점 맞추기
일 자체보다 일꾼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일꾼인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
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주님
이 그 분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허락하시는 것
이므로 무엇을 얼마나 하는가(doing)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참
여자가 되는가(being)가 중요하다. ‘첫째, 사람이 되어라. 둘째,
학자가 되어라. 셋째, 사역자가 되어라’는 어떤 신학교의 모토가
생각난다. 과거에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깨닫는다. 하
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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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출발이고 끝이 아닐까? 죄로 인해 망가지고 상실된 하나
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결국 사람다워지는 것
이 사역의 조건이자 목표일 것이다.

3. 정신건강의 함양 및 치유
한국의 교계 및 선교계에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한 노력과 투자가 절실하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선교 공동체의 정신건강 함양을 위한 노력과 투자
가 필요하고 대응적 차원에서는 정신의학적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하부구조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
국선교의 미래가 한국 사역자들의 정신 건강과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음을 범교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 첫 단계인데, 이
번 방콕포럼이 그 첫 단추를 꿰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바
라는 마음이다.

선교사의 정신 건강,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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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럼 2

정서적으로 건강한 선교
김종헌 (Frontier Ventures 공동대표)

탈 포스트모던(post post-modern) 정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통합성이란 중요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과거에 통합이 불필요
하게 여겨져 독방에 머물던 다양한 학문과 전문 영역들간의 통
합 요구가 극대화된 시대가 도래했다. 아니, 그런 시대가 온 듯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선교계에는 여전히 독방식 사고가 건
재하고 있다. 선교는 편협하게 정의된 특수사역, 곧 ‘복음 선포’(
전도와 교회개척)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시행됐다. 오랜 기간 지
상명령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
으로 인식됐고, 우리 자신과 열정, 꿈과 삶, 심지어 가족까지 희
생하고 포기하는 영웅적 확신과 기대감이 팽배해졌다. 과거와
현재의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과장하는 추세는 이런 생각을 더
욱 부추기고 심화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그 분의 왕국
을 섬기는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더 중요한 실재를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듯싶다. 그
런 사고방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은
큰 의미가 없다는 신학이 발전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과업을
끝내는 데 과도한 강조점이 주어졌다.1) 이런 생각에 진실이 전
혀 없는 건 아니지만 결코 온전하거나 통합적인 사고는 못 된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묻는 이 해묵은 기초질문
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고 그 분을 섬기
는 단순한 도구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특히 하나님
의 일꾼들의 삶)의 의미인가? 우리가 놓친 것은 없을까? 우리의
바른 관점과 생각을 뒤틀어버린 요인은 없었을까? 물론 이것은
우회적 질문이다. 처음 두 질문에 대해 우리 대부분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 근본적 질문은 우리가 풀어야 할 더
많은 문제들을 던진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
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
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무슨 일
로 부르시는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은 무엇인가?

1) 이것은 필자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며, 필자의 여정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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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인류의 최종 목적지가 사랑의 연합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랑은 대계명이다. "네 마음과 영혼과 생
각과 힘을 다해 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
이 사랑하라."2) 여기서 세 가지 사랑을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
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그 가르침과 충돌되는 듯
한 자기 사랑이며, 셋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 세 사랑은 상호 연
관적이며 피차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
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
는 것이다.

자신에게 죽기 또는 자신을 사랑하기

우리에게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표현은 자기 사랑이다.
우리의 신학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죽도록 가르침 받았지 자신
을 ‘사랑’하도록 배우지 않았다.3) 물론 우리의 어떤 부분들은 죽
어서4)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시
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다. 바울은 우리
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묘사한다.5) 자기 사랑에 대한 필자의
정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
2) 참조: 마 22:37-40, 막 12: 29-31, 눅 10:26-28, 갈 5:14, 롬 13:8-10, 약 2:8. 여기
서 ‘강령(bottom line)’이란 표현과 최상급 단어들의 사용을 주목하라. 사도요한이 대
계명을 언급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요한복음 전체가 세 가지 사랑(요한1,2,3서가
아님!)을 말하기 때문이다.
3) ‘사랑’에 인용부호를 붙인 이유는 여기서는 세상적 사랑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사랑을 그런 의미(이기적, 자기중심적, 자아도취적 의미)로 사용할 의도
는 없다.
4) 참조: 롬 8:13, 고전 15:31, 36, 고후 5:15, 갈 2:19, 빌 1:21, 골 2:20, 3:3, 딤후
2:11, 벧전 2:24.
5) 참조: 엡 2:10. ‘만드신 바(workmanship)’라는 헬라단어는 ‘poiema’인데, 영어의
시(poem)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 이 단어의 가장 적절한 번역은 ‘걸작품(masterpiece)’이다. 같은 단어가 사 사용된 유일한 다른 구절은 로마서 1:20인데 거기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여기
에 연결해서 피조 세계와 인류가 모두 하나님의 걸작시들(poems)을 낭송하고 찬양하
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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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
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라는 존재는 서로
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귀한 선물이다.

사랑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 사랑이다. 필자는 이것이 열방을 제자
삼는 수단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 아
가페 사랑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
한 속성이다. 사랑은 우리를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그 분
의 실존에 우리를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게 해준다. 하나
님을 의미 있게 만나는 경험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곧 사랑
의 만남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된다는 바울과 야고보의 담대한 주
장을 깊이 묵상해보라. 황금률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요약이
라는 사실(마 7:12)도 음미해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
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이요 선지자니라”. 필자는 이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라’를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이라 믿는다.

종합

우리 자신을 잘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우리뿐
아니라 열방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의
사랑을 반영하여 그 분에게 돌려드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 우
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포함한다.
피터 스카쩨로(Peter Scazzero)가 그의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
성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 정서적으로 미숙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강력히 단언한다.
“정서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은 불가능하다.” 그는 자신이 대형교회의 목사로서 정서적으로
미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척 가면을 썼던 과거
를 적나라하게 고백한다. 아빌라의 성 테레사는 말한다. “영적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
아인식의 부재는 영적 삶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야
기한다. 자아인식 없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개발할 수 있
을까? 결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잘 아
는가? 더 깊은 자아인식에 이르는 길은 쉬운 여정이 아니지만6)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길이라 믿는다. 더 깊은 자아인식은 정서
6) 종종 이것은 고통 가득한 여정이며, 용기와 더불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혹자는 성장과 성숙의 향상(upward)은 오직 ‘내려가는 길’ 또는 ‘영혼의 어
두운 밤’같은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고통스럽도
록 진실된 사실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선교

적으로 건강한 영성 개발의 대로(大路)이다. 자아인식과 정서적
으로 건강한 영성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보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
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항구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7)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완전하지도
정통하지도 않다. 프레드릭 뷔크너(Frederick Buechner)는 그의
자서전 거룩한 여정(Sacred Journey)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신학의 핵심은 자서전이다." 만일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및 영성의 작용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논지를 확증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님에 대한 더 풍성한 이해를 가지려면 타인들(우리와 다른 사람
들)을 더 경청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여지와 공간을 만들어야 함
을 의미한다.이런 생각을 더 발전시키면 하나님과 그 분의 길에
대한 이해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여지가 없어진다. 우리 모두
는 동등한 자리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인 셈이다. 마침내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가 형성되고 모든 신자들간에 상호의
존적 관계와 공동체적 성숙과정이 작동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정서적 건강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자기사랑을 배우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다면 열방 중에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흡인력이 부
여될지 생각해보라. 사랑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변화시킨다.
정서적, 심리적, 관계적 건강과 영성이 불일치하면 우리에게 심
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총체적
복음이 아니라 몇몇 신학적 신조들을 짜맞춘 축소된 복음을 전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성은 건강한 정서적
삶, 건강한 자아인식, 그리고 타인들과 건강한 관계로 번역되어
야 한다. 필자는 정서적으로 완벽한 영성 곧 우리가 결코 달성
할 수 없는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의도하는 실
제적 의미는 우리의 정서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긍정적이
든 부정적이든, 고무적이든 파괴적이든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는 의
미이며 우리가 취할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부정적 정서를 이물질로 채우거나 무시하거나 숨기려
는 시도는 오래 갈 수 없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삶의 네 가지 정
서8)―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
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으며, 성취감이나 위대함에 대한 선입
견 속에서 나의 거룩을 함량미달로 비하하거나 영적 영웅을 흉
내 내려는 시도를 멈추게 됐다.

7)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성품 및 우리가 속한 문화적 상황을 포함한다.
8) 에니어그램(Enneagram) 전통에 따르면 필자는 7타입으로 고통을 회피하는 성
향이 있다. 7타입의 사람으로서 위의 네 가지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정서적 건
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7

우리는 영적 여정을 가는 인간들인가 아니면 인간적 여정을
가는 영적 존재들인가? 필자는 둘 다 정답이라 생각한다.9) 그것
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영적 삶을 자연스럽게 만들
고, 자연스런 삶을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정
서를 포함한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께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의
정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관문이다. 정서는 좋거나 나쁜 게 아니
며 더 깊은 자아인식으로 인도하는 선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대한 불충분한 반응이나 과도한 반응을
회피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책임지려 노력한다. 감
정을 가진 인간과 인간을 소유한 감정은 큰 차이가 있다. 전자
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건강한 이해와 소유이고 후자는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곧 감정의 노예가 된 상태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유할 때 보다 깊은 자아인
식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믿는다.10) 나아가 심화된 자아인식은
자기사랑의 통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보다 큰 공
동체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다. 항간에 시도된 바 있는 ‘굴 속에 자아 가두기’는 심화된 자아
인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자아와 타자의 연관성 때문에 자아
인식이 있을 때 타자인식도 상승한다. 바로 여기가 선교적 노력
의 진입점이라 믿는다. 심화된 자아인식이 있을 때 타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심화된 타자인식 때문이다.
주변의 사람들을 동일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고 타인을 자신
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 것이다. 타인을 우리와 유
사한 여정을 가는 동일한 인간으로 보는 데 실패하면 그들을 단
순히 전도나 개종의 대상물로 인식하고 행동할 위험이 커진다.

일곱 가지 적용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일곱 가지 적용점을 제시한다. 물론 추
가해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
고자 한다.

1. 정설(orthodoxy )보다 정행(orthopraxy)
우리는 과업중심적 또는 결과추구적 선교를 멈춰야 한다. 열
매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수단을 정당화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는
단순히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보다 (자아를 인식하고 자신을 사
랑하는 인간으로서) 메시지를 삶으로 구현하는 데 더 헌신해야
한다. 즉 우리가 어떤 메신저인지가 메시지 자체만큼 아니 어
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정설보다 정행을 더 강조해
야 한다.

9) 여기서 필자는 기독교에 만연한 ‘이원론적 사고’와 그것이 오랜기간 모더니즘
사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이원론적 사
고가 대답하지 못하는 기적과 역설, 신비,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으므로 통합적 사
고를 끌어안는 법을 배워야 한다.
10) 자아인식의 중요성은 심리학이나 사회학뿐 아니라 비지니스와 교육계와 사회
거대분야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감성지수(EQ)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과거
중시되던 지능지수(IQ)의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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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원, 훈련, 파송의 재고
그간의 관행적 동원, 훈련, 파송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메시
지를 삶으로 구현할 헌신이 되어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우리의 동원 메시지와 훈련 방식 및 내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며 일단 선교현장으로 보낸 사람들의 책무를 어떻게 담보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세대의 사역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대감
을 심어주는가? 우리의 동원 및 훈련 메시지뿐 아니라 차세대 사
역자 양성의 방법도 재고해야 한다고 믿는다. 훈련 내용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 자아발견의 과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3. 파송교회의 기대 재교육
이 패러다임으로 한국교회를 재교육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사
역자들에게 투자하고 결과뿐 아니라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묻고 평가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것이야말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도전이라 믿는다. 시류영합
을 부추기고 과업중심적 틀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이 주요 장
해물이지만 어떻게든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해야만 한다. 이 주
제를 진지하게 재고할 의향이 있는 소수의 지역교회들과 함께
고민하며 동역할 수는 없을까?
4. 선교사 가정
선교사 가정이 중요하다. 선교현장에 있는 가정들의 전반적
정서건강이 중요하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
지만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희생과 대가지불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과 희생은 구분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복음을 구현하고 나누는 가장 효과적 방법들 중
하나이다. 우리의 말이 가정을 통해 증명될 때 메시지의 흡인
력이 크게 상승된다. 한편 선교현장의 가정이 건강할 때 더 효
과적인 사역을 향한 안전과 확실성의 견고한 근거가 마련된다.
5. 여백과 여유의 창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려면 현장사역 중 내면의 소
리를 듣는 일이 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백을 만들고 자
아인식과 자기사랑을 향한 여유를 창출해야 한다. 이 일의 중요
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는 장기적 안목을 가
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해
야 한다. 이것은 의도성과 용기 그리고 사역과 연관된 모든 이
들(파송교회, 파송단체, 현지팀, 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6. 안전한 공동체의 필요
앞에서 언급한대로 자아인식은 진공에서나 장기적 고립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안전한 신앙공동체는 건강한 자아인식 및
정서적 건강의 배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이런 유형의 공동체가 없는 현실은 심각한 고민
이 아닐 수 없다. 선교현장에 이런 공동체 형성이 어렵다면 안
식년, 컨퍼런스, 휴가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갖고 더욱 의도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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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사랑의 신학과 선교학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사랑의 신학과 선교학을 재고하고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복음이해를 재고
하도록 요구한다.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천국행
승차표로서 영원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인가? 우
리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이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님이 누구시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우리가 만일 선교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를 맺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듯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
리의 선교사역이 변화되지 않겠는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
실 때 의도하신 ‘혁명’이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결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심오한 선교적 가
치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 깊은 반추를 요구한다. 사랑의 대계명
이라는 문맥 안에서 지상명령을 새롭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
가? 그간 우리가 진리라고 배웠던 전제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
가?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여기서 초점은 순종인데
무엇을 순종한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
해야 한다. 필자에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계명으로 요
약하신 내용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선교한국 파트너스가

미션파트너스로 탄생합니다!
'선교한국 파트너스'가 '미션파트너스'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선교한국'은 변화하는 선교환경에 반응하기 위해 통합과 축복이라는 정신으로 새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 '선교한국대회'와 '선교한국 파트너스'로 나뉘어 사역하던 두 구조를 선교한국으로 통합합니다.
동시에 선교한국파트너스가 하던 사역을 축복하여 선교한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퍼스펙티브스 등 그동안 선교한국파트너스가 하던 사역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포럼세미나, 네트워크,
정보출판 등 전략적인 선교동원을 위해 미션파트너스의 선교운동이 시작됩니다.
'미션파트너스'는 선교한국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선교한국과 함께 한국선교동원을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너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선교

29

미션파트너스

미션파트너스(Mission Partners)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선교동원 패러다임을 위한 시도

한철호 (Mission Partners)

2015년 3월 선교한국총회는 선교한국 구조에 대해 새로운 결
정을 했다. 1988년 시작된 선교한국대회는 그 이후 선교대회와
청년선교동원을 위해 선교한국조직위원회라는 조직 하에 사역
이 진행됐다. 지난 2010년 선교한국은 선교한국대회와 선교한
국파트너스의 두 조직으로 세분화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두 조
직을 선교한국조직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선교한국파트너스위
원회가 하던 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교동원운동을 독립시켜
출범하기로 했다. 미션파트너스(Mission Partners)는 이런 배경
하에서 탄생하게 됐다.
이러한 결정은 변화하는 선교환경과 교회 환경에 적합한 선
교동원사역을 전개하기 위한 논의의 결과이다. 지난 30년간 한
국의 선교동원 역사 중 특별히 젊은이 선교동원의 역사는 선교
한국운동의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최근 한국선교동원 흐름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서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
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되기 때문이었다.

선교적 행위에서 선교적 존재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not Doing
Mission but Being Missional)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된 것은 큰 축복
이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 그리고 기독청년운동의 확산
등은 자연스럽게 선교적 참여로 이어져 갔다. 그것은 놀라운 하
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150개국에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다. 세계 어디에 가도 한국선교사
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기만 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국교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교회를 바라다보는 세상의 시선은 하
루가 다르게 차가워진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행동보다는 그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하여
부를 이유가 점점 없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
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
지이다.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의 선교가 행위로 나타난 것 그리고 그 선교에
참여하라고 크고 작은 집회를 통해 젊은이들과 교회를 동원한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
래서 세계 2위 선교 파송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문제는 열심
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복음에서 벗
어나고 있었고, 선교를 동원하면서 선교적이지 않는 존재들로
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복음
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선교적 존재가 되면 선교할
수 있지만 선교한다고 선교적 존재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적 존재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않고 선교한다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 되고 만다. 선교적
존재란 보내기보다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되어보기 전에 보내는 존재
가 된 것이 문제였다. 선교하기 이전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이시라는 인식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
내기보다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동원하는 과제를 어떻게 풀
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동원에서 참여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 1) (Not mobilizing but Engaging)

선교하기 이전에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과제는 결국 우
리가 동원 대상자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내는 동원이 아니라, 우
리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온 세상을 향
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돕는 일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
해 선교적 참여를 결정하도록 돕는 일은 시간적으로 긴 과정이
다. 한번의 이벤트를 통해서도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성
도 스스로가 선교적 삶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동원에
서 참여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들과 그들
의 필요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참
여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우리 쪽으로 끌어내기보다는 우리
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다가갈 수 있도

1) 이 개념은 정민영선교사가 2013년 방콕포럼에서 발제한 ‘선교개념의 변화에 따
른 바람직한 선교운동의 방향’의 글에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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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돕는 것이다.

힘의 선교에서 성육신적 참여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not power
but incarnational)

개신교 선교는 서구교회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 안에 그 시
대의 DNA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식민지 확장시대로부
터 시작된 서구 선교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돕는 선
교, 혹은 힘과 돈이 도움이 되거나 도구가 되는 선교로부터 출
발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개신교 선교의 전통 안에는 크리스
천덤(Christendom) 시대2) 이전의 1세기 교회의 선교가 가진 유
산 즉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복음화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
다고 볼 수 밖에 없다.3) 한편 오늘날 기독교는 여러 측면에서
더 이상 지난 200년 동안의 서구 선교 패러다임을 그대로 이어
가야 할 유산으로 재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첫째, 이제는
더 이상 서구가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의 주세력
도 서구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둘째, 서구 안에서도 기독교
는 더 이상 중심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
교 선교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가진 자들에 의한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셋째, 힘에 의한 선교는 성경적이지도 않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원리는 처음부터 성육신적이었다. 이
것은 예수께서 보여 주신 선교모델이다. 동원도 마찬가지이다.
힘에 의한 동원이 아니라 겸손을 동반한 참여에 의한 동원이 일
어나도록 해야 한다.

방식에서 원리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Not how But why)

오늘날은 know how를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know
where을 가르쳐야 하는 시대이다. 정보화 시대는 이미 양산되
고 있는 know how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know where마저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터넷 검색
만으로도 대부분의 know how를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히려 why에 집중해야 한다. 왜 선교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
경의 지식과 묵상으로 변화된 세계관 없이 어떻게 선교할 것인
가를 제시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일이다. Why를 제시하고 논
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한번의 이벤트로는 쉽지 않
다. 긴 시간의 나눔, 대화, 만남, 그리고 묵상을 통해 선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성경에 근거한 가슴 떨리는 동의와 공감을 끌
어내야 진정한 동원이 일어날 수 있다.

교육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동원운동

이러한 동원의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교육과 참여를 통한

동원이다. 오늘날은 같이 있지만 혼자인 시대(Alone Together),
성육화되기(engage) 보다는 탈육화(disengage)되려는 시대이다.
이런 왜곡된 시대정신에 폭격 당하며 사는 젊은이들에게 성육
신하고, 참여하고, 선교하기에 앞서서 선교적 존재가 되라고 도
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또 동원하는 이들이 먼저 성
육신적으로 다가가고, 함께 해 주고, 지켜봐 주고, 선교적 삶을
보여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은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행될 때 가능하다. 이런 정황
속에서 떠오르는 개념이 교육, 참여, 멘토링, 플랫폼, 정보나눔,
파트너십 등이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교자원을 동원
하는 사역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선교한국은 이를 위해 새
로운 단체를 독립시킬 것을 결정한 것이다.

사명 선언문, 핵심 가치, 사역 대상

새로운 단체의 명칭은 미션파트너스(Mission Partners)로 단
체의 목적인 선교동원과 이를 수행하는 태도로서의 함께함(파
트너스)을 더한 명칭이다. 또한 새로운 단체의 뿌리가 선교한국
(Mission Korea)과 선교한국파트너스(Mission Korea Partners)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어낸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은
사와 소명에 따라 세계복음화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도록 모든
공동체와 협력하여 동원한다”라는 사명선언문과, 최전방, 새로
운 세대, 참여, 협력, 전문성, 소통 등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구조의 사역 목표로서 동원운동의 정체성과 그 가
치를 보여 준다. 한편 사역의 대상을 PSP라는 단어로 세 영역
으로 분류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섬기는 파트너
스(Partners for Serving the People of God: the Church), 둘째, 미
래의 선교자원인 새로운 세대를 섬기는 파트너스(Partners for
Serving the People of the future: the next generation), 셋째, 미복
음화된 사람들을 섬기는 파트너스(Partners for Serving the People of the world: the unreached)이다. 사람들 가운데 선교적 변혁
(Mission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사역

미션파트너스는 언급한 사명과 목표를 위해 아래의 네 가지
사역에 집중한다1) 교육, 훈련을 통한 동원 2) 포럼, 세미나를 통
한 동원 3) 네트워크, 멘토링을 통한 동원 4) 정보, 출판을 통한
동원 등이다. 위의 네 가지 사역은 미션파트너스가 선교한국으
로부터 분립될 때 제시된 사역 과제들이다. 이전 선교한국파트
너스에서는 교육과 훈련과 약간의 포럼 세미나 영역만 확장되
었는데, 미션파트너스 사역을 통해서 나머지 영역에서도 새로
운 사역들이 전개되길 기대하고 있다. 미션파트너스사역을 통
해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선교동원이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작게나마 섬길 수 있길 기대한다.

2) 312년 콘스탄틴의 회심으로 시작되어 힘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독교
3) 이 개념은 앤드류 웰즈가 관찰한 패러다임으로 기독교 선교의 시작은 로마 변
방의 갈릴리인들이 로마를 복음화한 것 처럼, 주변 사람들이 중심부를 복음으로 변
화시킨 것이라는 패러다임이다.

미션파트너스(Mission Partners) 출범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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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셔 프로그램(Usher Program): 두 그룹의 매치 메이킹
손창남 (OMF 선교사)

두 그룹의 멋진 연결

청년의 때에 선교에 눈뜨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선교사역
에 참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청년들은 시간이 지나
면서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선교에 대한
꿈과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경험한다. 이 기간 동안 선
교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
지 않는다. 선교사들이 선교단체에 문을 두드리라고 하지만 겁
이 난다. 아무 선교단체에 갔다가 덜컥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
닌가. 결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강제결혼을 원하는 사람이 없
는 것처럼 강제로 어떤 선교단체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
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젊은 시절이 서서히 지나간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 배도 점점 나온다. 처음에는 선교라
는 말을 들으면 헌신했던 때가 생각나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
이 지날 수록 젊은 시절 낭만의 한 페이지로 접게 된다. 이런 모
습은 슬프지만 현실이다.
한편으로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하고 남은 생애를 뜻 깊
은 일을 위해 살기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선교에 눈뜨기 시작한
사람도 있다. 이들도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선교지라고
하는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느낀다. 이런 저런 시도를 하다가
선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선교와 담을 쌓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만약 앞에서 말한 젊은이 그룹과 나이가 들어 은퇴한 성도들
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
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셔(ush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탄생했
다. 이 두 그룹이 조화를 이룬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선교의 동
역이 될 것이다. 어셔 프로그램이 조금 낯선 용어라 이 글을 통
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 OMF가 발행하
는 동아시아 기도지 2014년 여름호에 저자가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해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꿈에 부푼 선교비전

중견 기업의 간부를 지낸 김헌신 장로는 일찍부터 선교에 관
심이 많았다. 그는 자신이 은퇴를 하면 선교지에서 여생을 보
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지만 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활기가 넘쳤다. 연금도 받는 터
라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일반 선교사들이 모금해야 하는 후원
도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자녀들도 모두 출가해서 부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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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에 간다면 주님의 사역에만 전념할 것이라 생각했다. 마
침 교회에서 실시하는 실버 선교학교에 등록해서 열심히 훈련
을 받고 실버 선교사라는 호칭을 받았다. 얼마 후 H국에서 사역
하는 선교사의 초청을 받아 선교를 떠날 때는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식까지 거창하게 해주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벅차서 선
교지로 떠나는 전날은 제대로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선교지
의 상황이 생각과는 달랐다. 선교지에서 현지 언어를 제대로 하
지 못했다. 열심히 몇 달을 노력했지만 생존 언어만 가능할 뿐
전도나 제자훈련을 할 정도의 언어가 뒷받침 되지 않았다. 선교
사 부부도 처음에는 자신들을 잘 대해주는 것 같더니 그 후로
는 자신들에게 주로 행정 업무나 주방의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어떤 때는 수련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며칠 동안
봐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것은 김 장로가 꿈꾸던 선교사역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장로는 거의 일 년이 되는 시점에 용기를 내
서 더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자 선교사는 난색을 표
했다. 그 동안 김장로 내외가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이었
고 때때로 현지사역에 어려움을 주었다며 선교사는 그간 하지
못한 말들을 쏟아내었다. 결국 김장로 내외는 상처를 안고 귀국
할 수밖에 없었다.

훌륭한 자원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
버 선교라고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실망과 좌절로 막을 내
리고 선교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김헌신 장로 같은 분들은 그 간의 사회적 경험과 신앙의
연륜을 생각할 때 참으로 좋은 선교의 자원이다. 문제는 이 분
들을 직접 선교지에 보낼 때 생긴다. 이런 분들이 모두 선교지
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더 어울릴 만
한 곳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본국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필요를 느낀 부분
은 선교지망생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선교사가 되면 OMF 같은
선교 단체에서는 멤버케어라고 해서 돌봄을 한다. 그러나 선교
지망생들은 아직 일반 회원과 같은 수준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
직 선교단체에 허입 전 상태여서 허입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
안감이 늘 있다. 또한 선교지로 곧 갈 것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안정된 직업이나 사역을 모두 내려놓았다. 선교훈련을 받느라
자신들의 거주지도 확실하지 않다. 예전에는 친척들 집에 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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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도 했지만 이제는 매우 불편한 일이 됐고 월세를 살 형편도
아니다. 운이 좋으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관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도 쉽지 않다. 아이들도 학교
를 벌써 여러 번 옮겨 힘들어 한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선교지망
생들이야말로 가장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가장 잘 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김헌신 장로 같은 사
람들이라고 보인다. 이들은 이미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한
경험이 있다. 결혼생활도 해왔고 자녀들도 양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수평적 사고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 동안 한국 선교는 선교를 지나치게 수직적으로만 생각
했다. 선교는 선교지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고, 교회를 개척
해야 하고, 현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만 이해하면서 그
렇지 않은 일들은 매우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그 외에 수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때로는 선교
사들이 쉴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잘 관리하거나 선교사 자녀
들을 잘 교육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만약 선교를 수평적으로 생
각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다.
선교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선
교지로 나가지 않는다. 특히 요즘 들어 20대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실제로 선교지로 가는 나이는 40대 초반 어떤 경우는
40대 후반에 이르기도 한다. 선교사로 헌신한 후 무려 15년 이
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
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들 옆에서 계속해서 선교적 열정을 갖
도록 도울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
다면 귀한 선교적 자원들을 잃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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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메이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챔피언이 레이스를 잘 하도록 돕는 사람
이 있다. 이들을 페이스 메이커라고 한다. 페이스 메이커는 누
구보다도 경기를 잘 이해하며 자신이 돕는 선수가 우승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챔피언이 될 사람과 달
린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될 때 챔피언이 경주를 하도록 자리
를 양보한다. 이것이 어셔 프로그램이 그리는 그림이다. 따라서
어셔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보다 선교, 선교지, 선교단체, 선교
사들의 책무 등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
스 메이커가 챔피언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컨디션을 살펴보고
충분히 완주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대로 경주에 남아서
달리고 때때로 결승선에서 트로피를 쟁취할 수도 있다. 어셔로
헌신해서 선교지망생들을 돕다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직접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실
버 선교사로서 우리의 꿈은 선교지에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셔로서 선교지망생들을 선
교지의 챔피언으로 만드는 일이다.
어셔 프로그램의 목표는 선교단체의 회원을 동원하는 것만
은 아니라 풀뿌리 선교를 소망하는 사람이나 선교에 여러모로
동참하려는 사람들을 네트워킹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을 학기
에 시작하는 어셔 프로그램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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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리뷰

외로워지는 사람들(Alone Together)
저자: 셰리 터클(Sherry Turkle)

김동화 (GMF 대표)

IT의 발달은 현대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스
마트폰과 태블릿 기기는 인간관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사
람들은 회의, 장례식, 이동 중이나 심지어 눈을 마주칠 때도 전
화기를 들여다본다. 우리는 이 기기들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
며 연결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됐다. 통신기
술의 발달은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연결을 가능케 해서 우리에
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시간이 부족
함을 느끼게 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이 일과 여가의 경계선
을 잠식하고 일하지 않을 때조차 ‘통화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됐
다. IT의 발달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면서 우리를 구속한다.
셰리 터클은 MIT에서 과학기술과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사
회심리학 학자이며 디지털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가로 평가 받고
있다. 저자는 디지털 기기로 네트워크화된 사회와 사람들과 교
감이 가능한 로봇이 우리의 자아와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깊이 탐구한다. 우리가 만든 기기들이 우리의 자아
와 대인관계를 조종하고 있는 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SNS를 통해 하루 종일 의
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과 친해지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
지 않다. 스마트 기기의 삶에서 진정한 우정을 찾을 수 있을까?
로봇과의 진정한 교감은 가능한가?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
하고 성찰보다는 신속한 반응을 요구하는 디지털 우정은 피상
적인 관계가 되어가고 사람들은 늘 연결되어 있지만 갈수록 더
불안하고 고립되고 외로워진다.
서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큼만 편집해서 보여주고 원할 때만
나타나도 되는 문자 교환과 SNS 상의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되
지 못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춘기 소년은 이렇게 말한다. “언젠
가 저도 정말로 대화를 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
금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진정한 친밀한 유대(intimacy)를
두려워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 힘들고 있는 그
대로의 상대방을 알기도 원치 않아서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하
는 상태로 지내게 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손쉬운 연결성은 로봇처럼 편리하게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체물을 제안하며 유혹한다.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늘 누군가
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함께하는 사람과 깊이 있는 대
화를 하기 보다는 문자와 SNS로 통신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 곳에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다.
대합실과 카페와 같은 곳들도 이제는 더 이상 공동의 공간이 아

외로워지는 사람들(Alone Together)

니라 사회적 집합의 장소가 되고 있다.
상시적인 연결성은 또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고독(solitude)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삶을 나
누는 것(engaging)이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삼
위일체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며 깊은 교제와 친밀성을 누리시
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에게 커다란 위
협이 된다. 깊은 관계에는 많은 힘과 노력이 들지만 건강한 삶
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교는 결국 하나님과 이웃들
과의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삶을 나누는 것인데 현재
의 상황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다.

Café WhoamI의 주커피는
100% 유기농 아라비카 요크커피(Yokh SHB AA)
이며, 태국 치앙라이 팡콘 마을에서 선교사님이
직접 관리하며 교인들의 커피를 공정무역으로 한
국과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커피입니다.
Café WhoamI는 생두를 수입하여 판매하며, 직접
로스팅하여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Yokh AA 200g 10,000원 (택배별도)
드립커피교실 (개인, 팀) 4주 8시간
(10만원 재료비 포함)
카카오톡 Yellow ID : @cafewhoami (주문)
www.cafewhoami.com (커피와 도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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