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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세계선교계가 조용하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KWMA대회던지,
선교한국대회가 준비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조용한게 아니라 폭풍 전야라 할
수 있다. 서구중심의 선교운동이 비서구교회의 상상하지 못했던 성장 뿐만 아니
라 선교적 관심에 혼란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랄프 윈터의 개신교선교의 세 시
대, 즉 해안선시대, 내지선교시대, 종족선교시대를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은 세 시
대가 등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다. 랄프 윈터의 관심은 두 전환기였다. 세 시대가 열리면서 이전 시대와 새 시
대에 사이에 두 번의 전환기가 있었다. 그 기간에는 선교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서 혼란 혹은 정체기가 있었다. 핵심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 그 전환
기에 개척자들이 나타나서 선교의 “새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았고, 당 시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척자의 길을 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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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가 지금 혼란기를 겪고 있다. 랄프 윈터의 세 시대와는 다른 차원이
지만, 급속히 서구중심의 선교에서 비서구선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
론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문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척자들이 등장
하고 있는가이다.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이유가 있다.
말로는 비서구선교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한국선교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서
구선교(교회)를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되었던 이유는 한국선교의 위
치가 어정쩡하다는 것이다. 서구도 아니고 비서구도 아니고, 소위 낀 세대이다.
그래서 서구선교처럼 철저하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등장하는 비서구선교처럼
혼돈스럽지만 창의적이지도 못하다. 문제는 우리가 숙제를 못했기 때문이다. 한
국선교가 너무 빨리 달아올랐고 그래서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한국교회의 급
쇠퇴로 갑자기 식어버리는 바람에 현상 유지도 급급해졌다. 전환기에 해야 할
숙제를 할 여력이 없어져 버린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든다. 부자가 망해도 삼 년
은 버틸 수 있다는 속담처럼 지금 한국선교가 지난 30년간의 흥왕의 부산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란한 잔치들은 많은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와르
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몇몇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꾸준히 한국선교의 미래를 고민해 왔다. 때로는
현장의 문제를, 때로는 구름잡는 서구선교를 탈피한 새로운 선교방식을 고민해
왔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방콕포럼과 설악포럼이 함께 모여, 풀뿌리
선교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했다. 여전히 답답하지만 누군가는 발을 떼야 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자료들 중 일부를 충실히 실었다. 마지
막에 실은 로잔운동, 빌리 그레이엄, 존 스토트 관련 글도 이런 맥락에서 서구 복
음주의운동의 아젠다와 비서구교회의 아젠다가 어떻게 달라야하는가를 간접적
으로 고민해 보는 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철호_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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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럼 1

풀뿌리 선교의 성경적 배경과 유형
손창남_OMF 동원 대표

들어가면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모델을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기도하고 파송하는데서 찾아왔
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선교는 그 이전부
터 이루어져 온 것을 볼 수 있다. 8장 초반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 된 것, 그리고 11장 19절부
터의 기록을 통해서 이들이 타문화 사역(cross-cultural mission)을
감당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17세기 가톨릭 교회
의 선교로부터 이어지는 개신교 선교의 황금기에 이르는 기간 동
안 서구 교회의 선교 모델은 바울과 같은 사도형의 선교를 모델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의 선교 모델은 지난 2세기 동안 이루어
온 서구 선교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는 흩어진 사
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풀뿌리 선교 운동에 대해서 고찰하고 오
늘날 이러한 풀뿌리 선교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선교
정신인 동시에 따라야 할 모델임을 확인 하려고 한다. 또한 초대
교회 당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었던 사
회적 상황을 살피면서 21세기에 합당한 선교사역의 유형에 대해
서 살피고, 비서구 교회의 선교 모델로 삼을 것은 무엇인지를 살
펴보려고 한다.

1. 사도행전의 선교 모델의 재발견
은연중에 선교란 ‘전임 선교사 (career missionary)’들이 하는 것
이라는 전제가 있다. 여기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그런 전임 선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파송교회, 선교단체, 후원자, 이들이 있는 것
이 제대로 된 선교인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 흔히 들
을 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프레임도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기저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에 파송했다고 하는 사실을 선
교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모종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이 진정한 선교의 출발점인지에 대해
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본 발제에서는 “선교란 타문화에
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이라는 협의의 선교 개념을 전제로 한
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사도행전을 다시 본다면 선교는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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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
필자는 성경에서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
운 조명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도행전 8
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간 사람
들과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선교라는 차원에서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에서 8장과 11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
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8장 1절: “........ 흩어지니라.”
11장 19절: “..... 흩어진 사람들이”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각
지로 흩어진 것이다. 이들이 동일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일
한 그룹에서 나왔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이 다른 대상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것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 상황에 맞는 적절한 메시지
8장 5절과 12절에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일곱 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사
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빌립이 이
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
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은 문화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반면 11장 20절에서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갔던 동일한 흩어진 사
람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kyrios)’란
당시 헬라의 신들에게 사용되었던 경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복음
을 전파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들의 문화에 적절한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매우 타문화적인 사람들이고 이
런 면에서 이들이 선교를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
다. 1) 안디옥의 헬라인들은 유대인과는 달리 할례를 받지도 않았
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다. 이런 곳
에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1) Andrew Walls도 “남반부 기독교 시대의 도래” p.17 (‘기독교의 미래’ 중에서,
이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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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 디아스포라 바나바와 사울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나타나는 바나바의 파송이
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의 기록대로라면 구브로에서 태어
난 유대인 디아스포라다.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안디
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도 놀라
운 일이 아니다. 그는 헬라인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선교사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갔었더라면 그런 보고
가 달리 표현되었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그는 자신을 파송한 예루
살렘 교회에 추가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사울을 데려다가 사역
을 함께 하게 된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했
을 때도 흩어진 사람들은 계속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실제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풀뿌리 사역은 사도 바울
의 사역지보다 더 넓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지역들이 사도 바울이 다니며 복음을
전한 곳인데, 나머지 지역에 이미 복음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2) 사도바울의 선교 사역의 특징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흩어진 자들과 현저히 다르다.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이야기 하는데, 사
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풀뿌리 선교가 아
닌 특별한 선교를 위한 조건으로 이해된다. (행 16:37 22:25) 앞에
서 살펴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한 풀뿌리 선교 운동과 바나바와 바
울에 의해서 시작된 선교운동을 아래의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보다
극명하게 대조를 느낄 수 있다.

2. 두 모델의 비교
위에서 언급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교 모델을 필
자는 풀뿌리 선교 모델이라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교 모델을 바-바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 따서 필
자가 붙여 본 것임) 선교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렇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표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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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교의 주체를 보면 풀뿌리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한 것
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선교를 감당한 것
으로 보인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서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져갔는데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을 전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바-바 모델에서는 레위족 출신인 바나
바처럼 타문화를 잘 이해하고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예
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선교사 선발과정을 통과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크
게 다르지 않다. 그는 지금의 터키 반도 남부에 있는 다소라고 하
는 곳에서 태어나 헬라 문화에 매우 익숙했거니와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 아래서 공부를 한 특
수한 사람이었다. 풀뿌리 선교모델과 바-바 선교모델은 목표도 다
르다. 풀뿌리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
으로 복음을 전했다. 한편 바-바 모델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모
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장차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세 그
룹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언급된 세 그룹 가운데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해가 되지만 중간에 끼어있는 임금들이라고
하는 그룹은 조금 낯선 단어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이후를 보면서 이 주문의 의미가 무엇을 알게 된다. 사도 바울
은 결국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되고 로마까지 호송
되어 가면서 아그립바 왕이나 벨릭스,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
독 등을 만나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는 기회를 갖게 된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풀뿌리 선교를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시장에서 만나
는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만나
는 사람들이 풀뿌리 선교 모델의 대상이다.
두 모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도 차이가 난다. 흩어진 사람들은
로마 전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간 지
역은 모두 여섯 곳으로 제한된다. 먼저는 안디옥이 있던 수리아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길리기아, 그리고 처음 선교지였던 갈
라디아,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가게 된 마게도냐, 그리고 마게도냐
의 남쪽에 자리 잡은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아가야, 그리고 많은 시
간을 보냈던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현재의 터키 서쪽)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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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쓴 서신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는 이
미 누군가 그곳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두 모델의 재정에 관한 부분이다. 풀뿌리 선
교를 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을 자신들이 충당했다. 글자 그대로
자비량 선교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바-바 모델의 경우는 후
원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다는 점이
다. 필자는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가끔
씩 기술을 이용해서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가며 선교를 감당
했다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필자는 텐트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전업으로 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직업이
필요한 때 얼마든지 그것으로 전도에 활용하거나 혹은 재정을 충당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전업으로 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
은 교회들로부터 재정을 후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더 많다. 그는
사도로서 후원을 받으며 전적으로 사역에 전념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부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은 재정과 관련해서 다르
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이런 재정적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세계 선교에 나타난 풀뿌리 유형과 바-바 유형
선교의 역사를 보아도 선교가 진행되는 모든 형태를 풀뿌리 유
형과 바-바 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일찍이 F. F. Bruce는 2
세기 말 초대 영국 선교 사역에서 평신도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영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평범한 사람들 곧 고올
(Gaul) 지방에서 온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날마다 사업장을 통해
서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2) 풀뿌리의 유형은 모라비안 교
도들이나 바젤 선교회 등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모라비안 교도
들은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파송한다면 세계 선
교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생계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갔다.
1732년에서 1760년 사이에 무려 226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10여개 국으로 파송되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세인트 크로이
섬, 수리남, 남아프리카, 북미, 자메이카, 엔티가 섬등으로 파송되어
나갔다. 그들은 에스키모인들과의 교역을 하여 남은 이익으로 선교
사역을 하기도 했다. 모라비안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선교를 한 풀뿌리 선교 운동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오히려 식민지 국가의 교회들이 자국의 선교사들을 피식민지에
파송하는 형태의 선교가 진행되면서 풀뿌리 유형보다는 바-바 유형
이 선교의 전형처럼 나타나게 되었다.
2) F. F. Bruce, Epistle to the Hebrew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a, 1964), p. 354, 재인용
from 전문인 선교론 이수환 저. 한국학술정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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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과 선교의 유형들
풀뿌리 선교의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오늘날 이
루어지고 있는 직업 선교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는 필자가 “직업과 선교”라는 책에서 소개한 것으로 선교지에서 직
업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 1타입: 전통적인 선교사
1타입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선교사를 말한다. 아
마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45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1타입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선교사는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 전도를 하는 일, 구제
를 하는 일 등의 사역에만 전념한다.

● 2타입: 직업을 가진 선교사
2타입은 1타입의 선교사와 같은 유형의 선교사를 말한다. 그런
데 1타입의 선교사가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창의적 접근 지역
에 갈 때 직업비자를 가지고 가게 되면서 등장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다. 2타입에 속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는 직업적 전문성이 약하다.

● 3타입: 선교사가 된 직업인
3타입은 1,2 타입과는 달리 직업적 전문성이 매우 높다. 본국에
서 대부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한 경험이 있다. 이들이 선교사의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이해할 때, 다시 말해서 선교사가 된 직업인
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섬기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봉사의 형태로
섬기기 쉽다.

● 4타입: 해외에 있는 직업인
4타입은 3타입처럼 전문적인 자기 직업을 가지고 타문화에서 체
류하는 일반 성도를 말한다. 오늘날은 해외에서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비즈니스를 해외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분명히 이해하고 기회만
된다면 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 이들은 4타입의 선교
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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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타입: 국내에 있는 직업인

(1) 모든 선교지역을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5타입은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타문화 사람들을 섬기는 경우
를 말한다. 오늘날은 직업을 찾아 세계를 옮겨 다니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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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접근 지역에 진입할 때는 물론 더 조심을 해야 하지만 개
방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종교다원주의 등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고자세적인 태도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선교사가 큰 소리 치며 다니는 시대는 지나갔다
는 인식을 빨리 해야 한다.

1, 2, 3 유형은 선교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를 말하는 반면 4,5 유
형은 이 글에서 이야기 하는 풀뿌리 선교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3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1,2,3 타입의 선
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새로워진 환경에서 4,5 타입의 풀
뿌리 선교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모습은 이미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들, 인도 근로자들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2)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으로 사는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결론과 제안
우선 상당히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더 이상 쉽게 입국할 수
없게 되었다. 이슬람 국가들이나 여전히 공산 정부가 있는 나라에
서는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지역을 창의적 접근지역이라 부른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개방된 나라라고 부르는 일본, 태국, 대만 같은 곳에서도 사실 상황
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런 나라에 들어갈 때 선교사 비자를 받아
가기는 하지만 100년 전처럼 혹은 50년 전처럼 선교사라고 하는 외
국인에게 현지인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개방된 지역에서 선교사들은 다시 현지인들과의 새로운 접
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 태국이나 일본 같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해도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
래서 선교사들은 전도 이전에 태권도를 가르친다든지, 기타를 가르
친다든지, 영어를가르친다든지, 혹은 한국 요리를 가르치면서 접촉
점을 만들려고 애쓴다. 또한 전통적인 선교사는 선교지에 갈 때 일
반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의 지출을 전제로 한다. 선교본부를 운영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멤버 케어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
면 선교사들이 모금하는 액수는 높아지게 된다. 이런 재정적 운영
형태가 되어서는 한정된 숫자의 선교사 밖에는 파송하기가 어렵다.
한국 교회가 2만 명의 선교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줄잡아 연간
5억불 가량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를 추가로 더 파송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다.
물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모두 자비량 선교사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하지만 평신도 전문인의 경우는 적어도 전통적인 선교
사에 비해서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벌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선교방식이 아닌 평신도 전
문인의 경우 스스로가 재원을 조달함으로 파송 교회의 재정적 부담
을 줄여 줄 수 있다.
한국 교회들이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 중심의 선교에서
흩어진 사람들 즉 풀뿌리로 선교가 그 운동력을 다시 회복해야 한
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언한다.

풀뿌리 선교의 성경적 배경과 유형

평신도 전문인으로서 선교지에 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본국에 있을 때 자신이 선교적으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중국 내
지 선교회를 창설하여 중국 선교에 큰 기여를 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선교지에 간다고 해서 선교
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 자기의 본국에서 선교사
가 아니라면 배를 타고 간다고 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를 배워야 한다.
이제까지 서구 선교 그리고 그 선교를 답습하고 있는 한국 교회
의 선교는 무언가 해 줄 것이 있어야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선교는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흩
어진 성도들처럼 연약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3)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강대한
로마제국을 향해 나갔다.

(4)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두 가지 새로운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 주고 계시는데, 하
나는 800만에 달하는 한국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이며, 또 하나는
200만 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
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
동자, 혹은 인도 출신의 노동자들은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려
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5) 2,3 세계 교회에 선교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중심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이동
하고 있다. 하지만 선교의 동력은 불균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선교의 인적, 물적 자원은 서구 교회나 혹은 서구 교회를 따
라가고 있는 몇 몇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2,3 세계가 지난
200 년 동안 서구 교회가 해왔던 선교사 중심의 선교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는 새로운 선교의 모델이 필요하다. 그
모델은 아마도 풀뿌리 모델이 될 것이다.

3) 정용갑,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지헤의 일곱기둥, 2009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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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풀뿌리의 선교적 삶과 여정
양동철_수출입은행

0. ‘96년 교회 로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산업연수생 구나완
을 처음 만났다. 공단 지역은 아니었지만 교회 옆에는 모자를 만
드는 작은 공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약 20~30명 정도의 외국인근
로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구나완은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로비
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교회에 출입했다. 비슷한 또래
의 우리는 이내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가끔 밥도 같이 먹는 등 자연
스럽게 교류를 시작하였다.
당시 출석하던 교회는 해외선교에 적극적인 교회였다. 나도 자
연히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
을 하게 되었다.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
고 비용이 든다. 그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익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회 옆에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유창
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말도 스스로 배워서 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도 이슬람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없었
고,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잘 알
지 못했다. 정보와 자료도 역시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를 시도해 보았다. 사실은 시도해 볼 수 밖에 없었다. 따로 훈련
받은 것도 없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
리 교회를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호주 선교사님과 친
구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그 선교사님이 소개해 준 인
도네시아 내 사역단체에 편지를 써 쪽복음서나 전도책자들을 받
아 친구들에게 조심스레 건네기도 하였다. 관심있게 읽던 친구들
도 있었다. 한국말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아예 본격적으로 한
국말 교실을 열어보기도 하였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거부감 없이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서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을 가거나 파티를 열어 문화행사의 틀을
빌어 예수님에 대해 말해 보는 것을 시도해 보기도 하였다. 기독
교 교리가 간단하게 정리된 전도책자 등을 소개해 보기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 함께 성경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였다.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내가 가난하지만 젊고 꿈이 있는 젊은
이로 해외에 가서 3년간 일을 하는데, 우연히 꽤 규모가 있는 교회
옆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자.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동안 교회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신앙에 대해
말하지 않거나, 나를 돕거나 섬기지를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면 이 얼마나 이상하고 부끄러운 일인가? 그래서 뜻을 정하여 이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하였다. 주로 그 친구들이 기거하
는 숙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한국
말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정해진 틀이 없는 사역이었기에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
았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인천이나 부천에 있는 인도네시아 음
식점에 같이 가보기도 하고, 우리 집에 초대해 밥을 먹기도 하였
다. 더운 나라에서 와 초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스리랑
카 친구들을 보고 교회와 회사에서 겨울옷을 모아 주기도 하였다.

1. 작은 규모지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훈련이나 준비
를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부딪히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을 갖춰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인터넷이 없거나 아
직 발달하지 않았을 때여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찾는 것도 쉬
운 일이 아니었다.

2. 작은 열매들이 없지 않았지만 사실 시행착오가 더 많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한다.

일단 언어를 공부하였다. 초창기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들 다수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를 공
부하였다. 가르쳐 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어서 서점에 있는 몇 안
되는 책 중 독학이 가능해 보이는 쉬운 책을 집어 공부하면서 인
도네시아 친구들을 만나서 사용해 보고 확인도 받았다. 시청각 자
료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 외대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비
디오 테이프를 빌리기도 하였다. 컴퓨터만 켜면 자료가 넘치는 지
금 보면 격세지감이다.

6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해 보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
했던 것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친구들의 숙소를 방문해 친구가 되
고 신뢰를 쌓는 일이었던 것 같다.

친구들의 숙소를 방문하기 시작했던 초창기이다. 아직 언어도
안 되어 영어를 쓰고, 이슬람이 뭔지 기초도 몰랐을 때이다. 조금
친해진 이후 어쨌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
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가 ‘하나님의 아들’ 이고 ‘하나님 자신’ 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
러자 그 친구들 중 종교심이 더 깊던 한 친구가 ‘아니다.’ ‘예수는
선지자다’ 라고 말하며 책장에서 한 책을 꺼내 왔다. 아랍어로 된
꾸란이었고, 오른쪽에 영어로 그 의미를 번역해 놓았다. 라흐만
이라는 이름의 그 친구는 나에게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 그리
고 예수가 등장하는 부분을 꺼내 보내주었다. 난 왜 꾸란에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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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기
도시간이 되었다며 그 친구들은 좁은 방 안 내 앞에서 두 줄로 서
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고 뭘 중얼거리고 허리를 숙였다 무릎을
꿇었다 하며 기도를 했다. 혼이 떠나는 것 같았다. 한 동안 꽤나
위축이 되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한 가운데 좀 친해진 친
구들에게 책자를 건넨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하였다. 그 중 대학도 나오고 어느 정도 지식인 층에 있던
큰 형뻘 되는 분이 있었는데 내가 주는 책자에 관심을 보이고, 다
른 책자들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알고 보니 중부 자바 출
신이고 자기 삼촌도 기독교인이라 하며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있
었고 거부감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소를 방문해 보니 이 분
이 없었다. 물어 보니 산업연수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불법체
류를 염려한 회사 측에서 친구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신변을 정리
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이 분에게 짐을 싸라고 하고 공항에
보내 출국을 시켜 버린 것이다. 너무 아쉬웠다. 아직 하지 못한 말
들이 많은데. 나중에 알았다. 같은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도 내가
처음 만난 구나완, 라흐만처럼 수마트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중부
자바 사람들과는 기독교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3. 여러 실수를 했지만 돌이켜 보았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은 내
가 이방인 친구들의 친구가 되고 섬기는 일 그 자체가 얼마나 의
미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친구들과 보내는 많은 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은 직접 예수님에
대해 말하거나 기독교 교리를 소개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교제하
고 돕는 데 사용되었다.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명을 잘 이해 못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해 준다던지, 은행업무를 도
와준다던지,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한다던지, 다른 교회 지체들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마음 속에는 그런 교제와 섬김이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
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한두번 찔러 보았는데 별
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시간을 덜 사용하였다. 관
심도 덜 두었다. 마치 축구를 할 때 90분 동안 열심히 운동장을 누
벼도 골이 안 나오면 0:0인 것처럼 아무리 내가 잘 섬기고 교제해
도 결국 누군가 그 결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스코어를 기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외국에서 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은 생활의 필요 외
에도 여러 가지 정서적 필요가 있었다. 아마 영적 필요라고 말해
도 좋을 것이다. 일단 나를 포함해서 교회 다른 청년들과 교제할
기회가 생기면 정말 좋아했다. 공장에서 타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할 수 있는 한국인 동료들과 일하다가 비슷한 또래의 한국인
젊은이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 친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한
국사람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대접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 중에는 교육수준이 꽤 높고 원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인정해 주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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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 청년부 지체들과 이 친구들을 위
한 파티를 연 적이 있다. 음식을 준비하고 노래와 춤, 게임 등을
준비했다. 무슬림 친구들은 크리스마스에 교회에서 여는 파티라
주저하기도 하였지만 많이들 참석해 주었다. 파티를 마치고 필리
핀에서 온 한 여자친구는 파티가 있었던 교회 방에서 집으로 향하
는 발걸음을 쉽게 떼지를 못했다.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가
너무 아쉬웠던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 그 여자친구는 카톨
릭 신자였는데 같이 성경을 공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친구였다.
타국에서 그 외로운 마음을 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나는 없
었다. 그걸 보고도 이후에 이 친구와 많이 교제했던 기억이 없다.
만약 다시 이런 사역을 하게 된다면 교제와 섬김을 수단으로 생
각하지 않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사귀며 섬
기려 할 것 같다. 여러 상황 속에서 복음을 소개할 기회를 찾겠지
만 여의치 않더라도 그 교제와 섬김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사역
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
여질 기회가 더욱 넓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시간이 좀 흘러 회사에서 이슬람경제, 금융 전문가가 필요하
여 한 명을 선정하여 학위과정 연수를 보내기로 하였다. 인도네시
아 친구들과 주로 교제하며 이슬람에 대해 공부하기는 하였지만
이슬람을 잘 알지는 못하였는데, 이 과정에 지원하여 선정되면 인
도네시아와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고 생
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원하였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 설립한 대학원에서의 공부와 교수,
친구들과의 생활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슬람금융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샤리아의 기본원리들을 알아야 한다. 강의실 뒤편에 앉
아 중동과 유럽 등에서 수학한 수준높은 율법학자들의 강의를 듣
고 토론에 참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흔치 않은 기회에 새삼스레
감사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슬람 세계 학자들의 논문과 글을 읽
으며 이슬람의 세계관 속에서 무슬림들이 어떻게 이슬람의 가치
를 뿌리내리려 몸부림 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함께 공부하는
무슬림 친구들도 쉬는 시간마다 목소리를 높여 토론하며 특히 경
제와 금융에서 참다운 이슬람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이슬람의 교리 뿐 아니라 세계관을 들여
다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곳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무슬림 학자와 친구들과 교류했
다. 대륙도, 인종도, 종파도 다른 무슬림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
고 공부하며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보편적인 이슬람의 가치와 각
지역과 종파, 분파, 세대 간 특수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무슬림인 속에서 직접 복음을 전
할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았다. 최대한 이슬람에 대해서 이해하
고 무슬림 친구들과 어울려 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금식
월에는 무슬림처럼 금식을 했고, 우리나라의 명절에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할랄음식으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명절음식을 대접하
였다. 언제든지 무슬림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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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집에서는 한동안 돼지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든 햄을
요리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고 페이퍼를 쓰고 공부하면서 이슬람
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 지금은 동남아에 기반을 둔 경제인이
면서 이슬람을 이해하는 직업인으로 영역을 넓혀가려 하고 있다.
5. 나의 신앙이나 사역의 목표가 항상 풀뿌리 선교인의 삶을 사
는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보니 방향이 그랬다는 것이다. 물론 풀
뿌리 선교의 모델을 접하고는 의식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려고
하였다. 따라서 신앙의 여정이 풀뿌리선교인의 삶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직장인성경공부모임(BBB)를
오랫동안 섬기기도 했고, 인도네시아에 오기 직전까지 일산 북부
에 있는 교회의 탈북자모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스스로의 여정을 돌아볼 때 풀뿌리선교인의 삶과 다른 곳에서
의 삶들이 서로 동떨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결국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줄기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 때부터 일상에서
의 사역과 삶을 강조하는 교육자나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선
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교회에서 자라며 자연히 선교에 대한 비젼
을 키워갔지만 특히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일상 속에서 이루어
지는 선교적 삶에 관심이 많았다.
대체적으로 전임사역자가 아닌 풀뿌리선교인들은 선교지나
사역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 (노력은 하
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국내건 국외건 외국
인이 있건 없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 믿었다. 직장생활을 하던 나에게는 그 선택지가 BBB 였고, 파
주에 살면서는 탈북자 모임을 섬기게 되었다.
풀뿌리선교인의 비젼이라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
이 아니고 일상에서의 사역이 연장되어 선교가 일상화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6. ‘15년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게 되었
다. 회사 하나를 꾸려 가며 현지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얘기하
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현
지 직원들도 언어, 음식, 문화, 종교, 사상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를
정말 잘 이해하는 매니져를 상사로 둔 것에 대해 놀라워하며 즐
거워 한다. 출장 가며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직
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어떤 시니어 직원
은 내가 말하는 방식, 사고방식이 인도네시아 사람, 특히 자바사
람과 같다고 평가해 주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하고는 마음을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 회사는 여러 갈등이 있는 곳인데 이
문화 속에서 그 갈등을 극복해 가는 것, 같이 금식도 하고 금식을
깨는 식사도 하고, 종교/문화 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는 이 시
간들이 소중하다.
작년 말에는 처음으로 전 직원들과 1:1 인터뷰를 하였다. 24명
을 만났는데 그 중 4명이 인터뷰 중 울거나 눈물을 훔쳤다. S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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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을 올렸는데, 선교사님이 교수로 대학에서 사역하면서 학
생들을 1:1로 면담하면서 신앙적인 도전이나 초대를 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신앙을 주제로 대화를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해 주
셨다. 사실 이 부분이 기회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하다. 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쌓여진 두터운 신뢰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큰
자산이다. 조심스럽게 신앙을 주제로 얘기를 해 볼 수도 있다. 그
런데 30명 정도 일하는 작은 회사에서 상당수 직원들이 무슬림인
상황에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
게,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7. 선교에 관심이 있고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직업인
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나는 누구이지?’ 하는 문제이다. 교회 옆
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친구들을 도울 때에도 교회 내에서 같이
도울 사람들을 조직하기도 하고 교회의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 하는 사역이었다. 시
간을 정해 친구들의 숙소를 방문했지만 바쁘거나 의욕이 사라지
면서 한 동안 친구들을 안 만나면 그냥 그것으로 그만이다. 누가
뭐라고 하거나 조언을 얻거나 격려를 받을 곳이 없었다. 안산이
나 인천 등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사역하
는 교회나 단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곳에 합류하면 우리 동네
에 있는 내 교회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친구들은 어떻게 섬길 것
인가? 그리고 우리교회에도 외국인 친구들을 섬기는 데 관심있어
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할 때에도 고민이 많았다. 선교사로 파송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필요
가 없었다. 굳이 책임을 진다면 나를 그 곳에 연수발령을 낸 회
사 앞에 지는 책임이 있었다. 즐겁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교제하
고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내가 지금 잘 하
고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았다. 공부를 좀 덜 하고 사람들
과 교제할 시간을 더 늘려야 하나? 조금 위험하더라도 복음에 대
해 좀 더 직접적으로 소개할 기회를 찾아야 하나? 등등의 여러 생
각이 있었다.
직업을 가지고 나와 있는 지금도 고민이 많다. 여기서 회사 하
나를 운영해 가며 신경써야 할 것이 산더미이다.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귀중한 시간의 상당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 직업인인 나
는 그 열정과 에너지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직원들과 함께 일
하며 이들을 섬기고 이해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직
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균
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도 숙제다.
선교사가 아닌 직업인인 나는 교회나 선교단체에 책임을 지지
않고 나를 이곳에 파견한 회사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제 귀임할 때가 다 되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나의 거취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회사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는 일치하는
가? 최소한 조화되는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재원으로 근무
하면서 받는 급여와 혜택은 상당하다. 선교사보다는 당연히 많고
일반 교민 급여생활자보다도 많다. 만약 그럴 필요가 있을 때 나
와 우리 가정은 지금의 생활수준을 포기하고 보다 단순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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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life)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도 하였다.

직장인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내가 인도네시아나 외국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게 되면 난 당연히 그 단체의 해당 도시 모임을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단체
와 함께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소개하는
단계를 넘어 양육과 성장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느 교회,
어느 단체와 함께 해야 하는가? 핵심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단
계에서는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난 어떤 틀을 활용해야 하
는가?

지금 인도네시아의 한인교회에서는 이슬람과 무슬림을 어떻
게 이해하고 대화하며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글들을 써서 커뮤니
티에 올리곤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이지만
대부분의 한인성도들은 이슬람에 대해 잘 모른다. 이슬람의 주요
절기나 인도네시아 국경일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무슬림들에
게 그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런 절
기 등을 활용해서 무슬림들과 어떻게 대화하거나 때로는 도전을
줄 수 있는지, 또 무슬림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썼
다. 몇몇 분들이 여기에 도전을 받아 사업장 내에 있는 무슬림 직
원들과 신앙에 대해 얘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주
셨다. 동티모르 옆 동광산에서 일하는 한 상사 직원은 가끔 올라
오는 내 글들을 스크랩 해서 읽고, 사업장 내 다른 무슬림 직원들
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고 한다. 무슬림 직원이 크게 놀라고 또 좋
아하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아느냐로 대화가 시작해서 신앙에 대
해 신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8. 교회 옆 공장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섬길 때에는 교회 청
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시키려 노력하였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 다른 청년들에게도 외국인 친구들과 교제
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숙소를 방문할 때 같이 가
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행사를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스리랑카에서 온 여성 친구들을 돕고 한국말
과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같은 교회 여자 청년들이 오히려 더 주
도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돕기도 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출석하던 한인교회 집사님이 남편이 영어
학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집으로 초대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몇몇 친구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
러다 시리아에서 징집을 피해 온 친구들을 도우며 이슬람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한인교회 목사님과 상담
한 결과 목사님께서 나와 공부를 해 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해
주셔서 6~7분 정도와 몇 주에 걸쳐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공부

어느 풀뿌리의 선교적 삶과 여정

선교사가 아닌 많은 성도들도 동기를 부여받고, 훈련을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든지 선교적 삶을 살
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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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럼 3

중국교회 선교운동의 현황과 전망
- 풀뿌리 시각에서 본 중국 선교운동
조수아_OMF

서론
수년전에 중국 동부연안의 모도시 선교수련회를 참석할 기회
가 있었다. 수양회 직전에 ‘종교업무조례수정안’이 막 발표되어
모두들 향후 중국가정교회 생존공간과 관련 긴장하고 있을때였
다. 하지만 나흘간의 선교캠프는 예정대로 열렸다. 38개 교회에
서 온 약 600명의 지체들이 참석하였다. ‘안전’때문에 매년 장소
를 바꿔야 되지만, 대규모의 집회가 여러날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중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다. 나흘간의 말씀,찬양, 기도,
소그룹나눔이 끝나고, 마지막날 근 백명의 지체들이 주님의 부르
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대륙에서 성령
님의 일하심을 친히 목도할 수 있었다.
중국교회에서 “복음 중국안으로Gospel into China,복음 중국
밖으로Gospel from China”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지 십수년이
흘렀다. 어떤사람들은 중국이 신속히 선교대국이 되길 기대하
지만,전체적으로 아직 초창기 혹은 각성기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교회 타문화선교운동의 출발

되었다.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교회의 재정적자원도 함께 증
대된다. 이전에 가정교회훈련에 참여할때 비용은 외부강사 자신
이 부담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교회가 그 강사비용을 책
임진다. 확신컨대 향후 이러한 자원들이 점점 더 교회의 선교에
투입될것이다.
셋째는, 국가적 재난을 통한 교회의 각성이다. 2008년 사천
성 대지진은 중국가정교회의 세상/사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
다. 오랜기간 정치적환경과 신학적요인으로 인해, 중국가정교회
는 줄곧 내부지향적이고 피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천대지진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통해 교회의 전통적,
보수적인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켜벼렸다. 당시 백만명의 자원봉
사자들이 재난지역으로 갔다. 그 중 약 절반 가량이 전국각지에
서 몰려온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많은 교회들의 상당수 선교단체
혹은 선교사역들이 모두 이때 시작되었다.

중국교회 타문화선교운동의 현황
지난 십수년간 ‘중국선교대국’이란 큰 구호밑에 다양한 선교관
련사역들이 시도되었다. 선교사훈련, 단기선교여행이 이루어지
고 있고, 선교단체 설립도 모색하였다. 비록 초기단계이지만 아
래와 같은 선교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고 있다.

중국교회에서 타문화선교가 촉발된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중국교회의 영적부흥이다. 중국교회는 기독교인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긴하지만, 문화혁명이후 30여년간 기적같
은 성장을 했다. 2018.4국무원 통계처 백서에 의하면, 기독교인
수 3800만, 천주교인수 600만. 참고로 2012년 통계는 2300만이
었다. 이 수에 가정교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혁개방 가속화
후 가정집에서 모이던 모임은 서서히 오피스빌딩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B시의 한 20층 건물에는 심지어 10여개의 교회가 몰려
있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성장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나
라/선교 일꾼들을 예비해놓으셨다.
둘째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세계화 때문이다. 19세기 영국과
유럽, 20세기 미국등의 사례와 같이, 현대선교운동은 국가의 정
치경제발전과 더불어 일어났다. 중국은 이미 세계최대경제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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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교사훈련과정(mission training program): 지난 10여년
간 국내외에서 전문 선교훈련원이 시작되었다. 정식으로 선교
사훈련을 목표로 한 훈련기관들이다. 보안관계로 10여명, 해
외에선 20여명 규모로 1-2년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은 훈련후 파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2. 주제별 단기선교훈련 프로그램(shorter mission training
program): 아울러 근년에 단기간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선교
훈련도 제공되고 있다. 예로 선교단체설립, 멤버케어, 언어문
화훈련, 실습선교사프로그램, 선교리더쉽 개발, 상황화, 무슬
림선교, 성경번역 등. 일부 프로그램은 이미 현지화되고 있다.
3. 선교주간 혹은 선교대회: 선교교육/동원의 일환으로 매년
선교주간을 실시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교회들이 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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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시별/지역별 선교대회도 개최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매년 ‘선교중국’이 전국적인 규모로 열리고 있다.

4. 연합선교기도회: 아울러 한 도시내 교회들이 연합하여 매
달 정기적으로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있다.
5. 선교여행 혹은 비젼트립: 처음엔 중국내 소수민족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어느덧 국경을 초월하여 동남
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때론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선교의 롤모델이 될
만한 교회나 단체를 찾아 견학도 하고 있다.
6. 본토선교단체 설립: 2008년 대지진을 전후로 현지선교단
체가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교회네트워크별로 혹은 지역별
로 교회들이 연합하여 설립하였고, 사역대상을 기준으로 종합
적 선교단체와 특정한 선교대상을 목표로 한 전문선교단체로
대별된다. 아직 초창기이지만 지난 10년간 좌절속에서도 상당
한 경험을 쌓은 선교단체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7. 선교프로그램보급: ‘카이로스’, ‘퍼스펙티브’ 등과 같은 선
교교육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다. 특히 ‘카이로
스’는 지난 10년간 중국전역에 보급되어, 현재 연간 60여차례,
총인원 2-3천명이 참여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이상 언급한 선교운동들이 중국 본토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
고 있고, 해외사역자는 최소한의 참여만 하는, 본토 타문화 선교
운동(Indigenous Cross-cultural mission movement)이며, 현지
풀뿌리 운동(indigenous grass-root mission movement)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어떤교회들이 본토선교운동에 참여하고 있나? 대
략 아래 세 종류의 교회들이 있다.
첫째는 전통가정교회(traditional house church)다. 위에서 언
급한 동부연안의 한 도시를 예로 들면, 그들은 2012년부터 매년
9월 세번의 주말을 이용해 다양한 선교집회를 개최하면서 마지
막 주말에는 선교수련회를 개최한다. 재작년 9월 선교의 달 기간
동안 누적 참가자수는 삼천명에 육박했다. ‘선교의 달’(mission
month) 전체 기획과 재정전부가 현지교회자원으로 충당하였고,
해외 동반자는 뒤에서 협력하고 지지하는 역할만 담당했다. 비
록 교회 특성상 신중하고, 보수적이며 발전속도는 상대적으로 느
리지만, 그래도 잠재력은 상당하다. 화남지역의 다른도시에서도
이것을 본받아 2018년 4월, 40여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 첫 선교
대회를 마쳤다.
둘째는, 농촌가정교회 (5대농촌교회테트웍, rural house
church)다. 농촌교회 선교운동의 주요특징은 해외자원이 주도하
고, 현지교회가 협력하는 형태다. (일부는 이를 ‘OEM선교모델’이
라고 일컬음) 2000년 초반 ‘백투예루살렘’이라는 부름에 응답하
여 출발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런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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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이었다. 한 예로 중동 한 국가에 12명을 파송하였으나 모
두들 중도하차하고 부부 두사람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농
촌배경 교회은 고통스런 조정과정을 거쳐, 새롭게 수십명씩 독립
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예로 중부지역 A선교회는 지
난 10년간 근 200명을 파송하였고, 현재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
카 등지에 50여명의 장기선교사들이 섬기고 있다. 최근엔 아랍권
에서 조그만 영적돌파도 일어나고 있다.

셋째는, 도시신흥교회(urban merging church)다. 90년대 부
터 지식인,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교회들이다. 2015년
홍콩에서 제1회 ‘선교중국2030’을 개최하였다. 지난 200년간의 ‘
복음/선교의 빚’을 갚기위해 2030년까지 중국교회가 2만명의 선
교사를 파송할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현지교회가 주도하면
서 글로벌교회와 소통하고 있다. 제2회대회는 제주도에서 개최
하여 20여개 성에서 온 천여명의 지체가 참석하였다. 그중 목회
자가 700여명에 달했다. 이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타문화선교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한 것은 중국 교회역사상 처음이다. 이
들도 중국교회 전체와 비교하면 일부분에 지나지않지만, 새로운
시작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교회가 선교를 위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이 대회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3차대회는 전통가정교회가 주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종류의 가정교회들이 ‘선교중국’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교회의
일치와 파트너십 선교를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필자의
생각으론 ‘이만선교사’는 단지 상징적인 숫자이어야지, 중국교회
선교운동의 진정한 동기나 촛점이 되어선 않될 것이다. 오히려
교회의 선교동기/동력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중국교회 선교운동 풀뿌리선교모델
중국교회의 풀뿌리선교모델과 관련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중국교회역사를 통해 나타난 풀뿌리선교 사례가 있다.
첫째로, 허드슨테일러와 함께 중국에 도착했던 중국내지
회 선교사들은 의사였던 허드슨테일러를 포함 철공, 석공,
교사, 비지니스맨 등 직업을 가진 평신도들이었다. 그 이유
는 목회자출신만 허입하는 당시 영국교단선교부와 경쟁하
지 않겠다는 허드슨 테일러의 결단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초창기 중국에서 허드슨 테일러와 동역하며, 평신도의 선교
참여를 특별히 강조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윌리엄 번즈로
부터 받았던 신학적영향이 컸다.
둘째, 1940년대 후반 산동의 ‘서북사역팀’, 절강성 워치만
니교회 등 중국현지 토착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복음이민운
동이 일어났다. 사회경제적 상황, 정권전환이란 정치적격변
에서 오는 긴박감, 성령의 감동 등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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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백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복음의 불모지로 집
단 복음이민을 결행하였다. 그들로 인해 당시 복음의 불모
지였던 신장, 강서성, 호남성 곳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

셋째, 1966년 문화혁명 전반기에 신앙때문에 노동개조를
위해 유배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의 동북지방(만주) 등
유배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동북교회 지도자 구술에 의
하면, 오늘의 동북지역 교회의 뿌리는 대부분 문화혁명시기
유배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시발점이었다.
넷째, 이와같이 중국교회역사를 통해 나타난 풀뿌리선교
운동은 절박한 시대적 상황과 성령의 감동이 주요인이었다.
하지만 이 복음운동들은 엄밀한 의미의 타문화선교상황은
아니였다. 개혁개방후 이루어진 전세계각지의 원조우교회
는 경제적이유로 해외이민가서 교회를 설립한 경우로, 이역
시 타문화이해가 약하여 아직은 원조우 그리스도인들만 모
이는 교회로 머문상태다.
2. ‘풀뿌리’와 관련한 중국교회 중국교회는 한국교회처럼 성직
자와 ‘평신도’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한국교회 만큼
심하지 않다. 이는 전통적으로 양국문화의 차이도 있고, 특
히 정치환경때문에 형성된 가정교회운동이 더 큰 요인이다.
3. 선교교육(mission education)의 중요성이다. 중국교회의
타문화선교운동은전반적으로 초창기/각성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풀뿌리를 포함 교회 전체(whole church)
의 총체적 선교운동(wholistic mission)이 일어나고, 선교운
동이 본격화되려면 선교교육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개별
교회가 선교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교운동은 지
속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퍼스펙티브스, 카이로스,
등을 통한 선교교육(Mission awareness), 기도회, 선교여행,
선교독서, 선교헌금 등을 통한 선교참여(mission participation), 그리고 보냄을 받든 보내든 선교사적 삶(missionary
lifestyle)을 살겠다는 선교헌신(mission commitment)의 삼
단계 선교교육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선교지향적 제자의 삶
을 사는 선교적교회(missional church)로의 교회 본질회복
이야말로 지속적 선교운동의 관건이다.
4. 상황화된 선교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사실 가장 효과적
인 선교교육은 자신들이 보낸 선교사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선 중국상황에 맞
는 선교단체구조가 필요하다. 중국교회 선교운동은 어쩌면
‘창의적접근국가’에서 파송국(Sending country)이 되는 최
초 선교운동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정치상황으로 말미암
아 선교와 관련 그 어느것도 공개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선
교단체설립, 동원, 연락, 재정등 모든 것이 비공개로 진행되
어야 한다. 이런 국가상황에 상황화된 파송선교단체의 구
축이 필요하다.
5. 텐트메이킹 모델(tent-making model)의 구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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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풀뿌리선교모델이 발전하려면 텐트메이킹 모델이 더 강
조되어야 한다. 텐트메이킹모델은 장점과 함께 결점도 적지
않다. 직업적 책임과 직접적 선교사역간의 균형을 위한 갈등,
사업을 인한 사명이 상실, 타문화권에서 장기간 영적지원이
없어 선교포기에 대한 유혹,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보다는 자
신의 전문성에 더 큰 신뢰를 두는 문제등은 늘 큰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교회는 텐트메이킹전략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 비지니스맨, 농업기술자, 미용사, 자영업, 건설
노동자 등의 텐트메이킹모델이 선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
요한 전략중의 하나라고 믿고있다. 조사에 따르면 재정지원
부족은 중국선교사 유실의 핵심요인중의 하나이다. 중국교
회 특히 농촌배경의 교회는 선교사에 대한 재정적지원에 어
려움을 갖고있다. 그래서 텐트메이킹전략이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다. 텐트메이킹은 창의적접근지역에서 신분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육신선교를 가능케
한다. 한 본토선교단체는 향후 10년간 최우선으로 텐트메이
킹을 하나의 선교전략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심지어 ‘선선교
사,후직업훈련’ 선교사 동원모델에서 ‘선 직업인, 후 선교사훈
련’ 방식으로의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 정치적상황, 재정적 한
계, 독생자세대에 직면한 중국교회상황에서 효과적인 돌파구
로 간주하고 있다.

6. 임박한 핍박과 고난을 통해 선교지향적 제자 교회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 공산화후 30년간 불같은 핍박을 거친후, 중국
교회는 지난 40년 개혁개방기간 영적부흥을 경험하였다. 이
제 역사의 추는 다시 돌아 고난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주
께서 이런 시대적전환을 허락하시는데는 주님의 뜻이 있을것
이다. 사실 많은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중국교
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정치적환경이 아닌 세속화와 물
질주의에 무릎 꿇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교회가 직면하
고 있는 이런 변화된 정치적환경은 중국교회가 그동안 ‘영적
부흥’속에 가졌던 거품현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진정
한 제자, 곧 더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로 거
듭나서 장차 세계선교의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기위한 주님
의 주권적 섭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교회는 낙심하지않
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임박한 핍박을 맞을 준비를
하고있다.

결론
지금 중국교회는 확실히 선교각성기에 접어들었다. 중국 가
정교회 특성상 한국처럼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심하
지 않다. 교회의 지속적인 선교교육과 고난속에서도 역사하시
는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풀뿌리를 포함 중국교회 전
체가 이 선교의 길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글로벌교회와 함
께 연합하여 주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길 기도해
야 한다. 100년전 동북지역(만주) 대부흥때 외치던 슬로건은 오
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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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80년 창립된 이랜드는 38년의 역사 가운데 선교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다. 창업자가 가지고 있던 비젼 역
시 신앙의 멘토였던 옥한흠 목사의 영향으로 소위 3M1)이었
다. 회사가 한창 성장할 시기에는 비즈니스의 최종 목표 가운
데 하나를 인도에 10만명의 직업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기도
하였다.2) 그런 이유로 초창기 이랜드 직원 가운데서는 선교를
목적으로 입사한 직원들도 상당수 있었다.3) 어찌되었건 한 기
업에서 선교적 비젼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선교사가 된 사역
자가 40여명이 넘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겠다. 손창남 선교사가 분류한 다섯 가지 선교사형태 중 선교
사가 된 직업인(3 타입)과 해외에 있는 직업인(4타입)을 근거
로 이랜드 해외 직원들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선교사가 된 직업인
내용 전개에 있어 손창남 선교사와 약간 상이한 부분4)이 없
지 않지만, 이랜드 출신으로 선교사가 된 직업인의 모델이 가
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다수 짧게는 1-2년 그리고 많
게는 30년 가까이 이랜드에서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선교사로
정체성을 바꾼 경우다. 이들은 원래 목적했던 직접 선교의 꿈
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장을 사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
시 BAM개념이나 풀뿌리 선교사란 개념이 생소했던 시기였
다. 선교단체 소속되어 훈련 받고 정식 파송을 받은 것만 선
교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본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타문화권
에서 활동하는 것이 선교사에 버금가는 활동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전임 사역자로 전환이 된 경우다. 이들은 주로 국내사업
부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이한 경우
는 네비게이토 선교회와 일종의 MOU를 맺어 입사한 한 기
수5) 가운데 많은 수가 베트남에 진출해서 해외 사업을 맡기도
1) 3M 비전이란 Campus Ministry, Business Ministry, World Mission 으로서 학생복음화,
직장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회사 설립이라 할 수 있다.
2)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일부는 문서나 자료에 의한 fact 이기도 하고 일부는 구전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린다.
3)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M선교사는 선교를 위해 입사했다가 업무량이 많아지고 선
교사 파송에 대한 적극적인 낌새가 느껴지지 않자 퇴사하고 선교사의 길로 떠난 케이스다.
현재 이랜드 출신 선교사는 17개국 43명 정도다.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은 인원도 있을
수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이랜드 출신 선교사 기준으로 보자면 선교지비자나 사역적 기대 그리고 선교지 선택
에 있어서 도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5) 1991년 7기 공채 직원 40명은 3개월 직업 훈련을 받고 당시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베
트남에 지사 파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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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국내로 복귀하는 시점에 회사를 사임하고 현지에 비즈
니스를 시작한 경우도 있다. 그 가운데 세 부부의 예가 있다.
1) K선교사 부부
K 선교사는 7기 입사 후 국내에서 생산 부서에서 일하다
가 베트남에 발령을 받아 베트남 생산 공장에서 일했다. 현지
인들과 생활하는 것에 대해 대단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지
고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IMF 여파로 1997년 귀국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K 직원은 귀국을 거부하고 사직을 한 다음 바
로 베트남에 인쇄 공장을 차려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네비게
이토 선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선교를 위함이었
다. 인쇄 공장을 유지하면서 아내는 네비게이토식 제자훈련을
시작하였다. 현지인 리더십들을 선정하여 새벽 일찍 암송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사업적인 어려움들이 있어 고생
을 하였지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와 사역은 선교사
가 된 직업인이라는 좋은 예를 보여줬다는 평가다.6)
2) L선교사 부부
L선교사는 회사 초창기 멤버이다. 83년 즈음에 입사 후 회
사의 고위직을 두루 섭렵했다.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 한 편에
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 직원은 인
도 선교사 10만 명의 구호를 외칠 때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국내에 사업부의 임원직을 고루 수행하던 중 더 늦
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에 의해 가장 고공 행진을 할 때 사직하
고 이슬람지역 한 나라에 자비량로 선교사로 갔다. 늦은 나이
에도 불구하고 언어 습득과 함께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했
다. 국내 비즈니스와 타문화권 비즈니스의 장벽7)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지 비즈니스 문화의 충돌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금은 국내 복귀 소속 단체의 멤버케
어를 담당하고 있다.

6) 사역의 방법이나 내용, 그리고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타
문화권 선교를 지향했다는 것이고 그 접촉점을 일반적인 교회개척이 아닌 비즈니스
였다는 점과 자비량 선교방식이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향후
평가하겠지만 공장이라는 계급적 구조와 갑을의 구조 가운데 효과적인 제자 훈련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로 남기도 한다.
7) 그 나라의 비즈니스 문화와 윤리의 간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
고, 갑질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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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 싱글 선교사

2) 베트남

N 선교사는 회사의 직원으로 있을 때 인도 미션에 참여한
후로 선교에 마음을 품었던 직원이었다. 중국어를 전공했기
에 회사의 중국 진출시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 생산구매 부서
업무를 담당했다. 중국은 전도 등 현지인들과의 접촉도 한계
가 있었다. 한인 교회 교사로 재직을 했었다. 회사 재직 기간
중 한인들끼리의 큐티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중국 직
원들이 도전 받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가까운 중국인에게는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인 직원이었다. 그 후 중국내 단기 선
교를 통해서 선교의 꿈을 키워오다가 급기야 선교사로 헌신한
경우다 지금은 M국에서 YWAM과 조인해서 중국인 선교 훈련
을 감당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부정
적 배경에는 월남 전쟁의 여파와 한국 기업 진출에 대한 현지
인 피해 사례와 인권 문제가 있다. 공산국가인 베트남은 의외
로 신고체제나 감시체제가 잘 되어 있다. 회사가 처음 베트남
에 진출했을 때 감시와 견제를 받았는데, 지사장의 선교적 헌
신과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해서, 그 동안 생긴 오해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식 시킬 수 있었다. 돈 벌기 위한 회사
였지만 직원들의 위생과 복지를여타 한국 기업과는 차별이 될
정도로 앞장서서 개선했다. 직원들로부터 신뢰의 지수가 점점
도 올라갔다. 그 결과로 베트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
이 신고가 되었지만, 경찰들에게 직원들이 오히려 회사와 한
국 직원들을 두둔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해외에 있는 직업인

베트남에 파견된 H, L 지사장 역시 부부가 선교적인 열심히
있던 직원이었다. 틈만 나면 제자 훈련과 전도를 하려는 열정
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워낙 성품과 행동이 선하고, 모
범적이어서 존경하고 따르는 현지직원들이 많았다.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봉제 기술을 가르쳐야
했기에 현지 직원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 겸하여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지사장으로서 직원들과 약속한 내용들
을 투명하고 철저히 지켜 나갔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직원들에게 환원했다. 후에는 직원과 지역 경찰들로부
터도 우수 모범 기업인으로서 회사 내의 모든 선교 활동을 비
공식적9)으로 인정받았던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는 본사에서 해외로 파견된 직원이 해당된다. 이랜
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스리랑카, 인도, 베트남, 중국, 미얀
마,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지에 생산 공장 및 브랜드 회사를
인수 설립했다. 이 가운데 많은 본사 직원들이 새로운 타문화
권에서 지사 생활을 한 것이다. 지사로 파견된 직원 가운데는
당연히 선교적 비젼을 가진 직원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을 통
한 선교 활동들도 암암리에 일어났다. 아래와 같은 예가 있다.
1)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N 선교회 소속의 멤버로서 입사한 직원 가운
데 4사람이 자원해서 지사 발령을 받았다. 이 곳은 영어 소통
이 가능한 곳이었기에 직원들은 영어로 비즈니스와 선교를 병
행하여 사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양이 많아지자 사
직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이 때
는 직원들이 비즈니스의 목적보다는 비즈니스를 선교의 도구
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선교적 관점에서만 보았기에 부작용8)
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스리랑카에 지사장으로 지원 발령받은 L씨는 비즈니스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시 선교에 더 많은 관심
과 에너지를 쏟았던 인물이었다. 그런 이유로 비즈니스에도
충실했지만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현지 직원들을 집으로 초
청해서 복음을 나누는 열심을 보였다. 지금은 인도와 베트남
에서 같은 모습으로 현지인들과 현지 직원들을 섬기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은 관계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주입식인 전도
활동이 아닌 교제와 나눔을 통해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우선
시하는 방법으로 현지인들을 제자 삼는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다.

8) 스리랑카 지사는 너무 미션 마인드가 강했기에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일궈내지
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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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직원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다. 베트남에서 M&A 와 부동산
개발 업무를 했다. '항상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한다'라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했다. M&A를 성사했
을 때 받은 성과급으로 베트남 시골에 양계장을 지어주고, 거
래처와의 투명 거래를 통해 건설자재가 남을 때는 모아다가
새집 지어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법을 전공한 사람으
로서 베트남에 있는 병원장으로 재작할 기회를 얻었을 때 의
료보험법을 연구해서 정부와 거래 후 의료보험카드를 만들어
병원을 흑자로 냈을 뿐 아니라 극빈자 무료 검진제도를 만들
어 수천 명을 매년 무료 진료해 주었다. 이 직원은 2년 전 회사
를 사직하고 전임 선교사가 되었다. 현재 5층 건물을 지어 선
교관 숙소로 이용하고 건물 안에 병원 시설하고 허기를 기다
리고 있는 중이다. 매 주 북쪽 지방에 가서 염소 농장과 양계
농장을 지어 주민들의 빈곤을 해소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3)중국
중국의 경우 비즈니스 초창기부터 선교활동과 관련해서 분
명한 선을 그었다. 워낙 회사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치고 올라
갔기 때문에 이익의 10%는 중국 사회 공헌을 위해 사용하는
9) 직원들의 인식이 이랜드 지사 직원들은 한국의 다른 회사와는 달리 자신들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
던 결과로 선교활동을 묵인해 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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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하고 일체의 선교 활동은 회사 내에서는 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한국 파견 직원들은 큐티와 기도
모임을 문화로서 하도록 권장했다. 명상회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 월 1회 말씀 집회를 가졌다. 기도실이 있어 사용할 수 있
도록 신앙 활동을 보장했지만 현지인에 대해서는 일절 공식적
인 선교 활동은 금했었다. 그러나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인 것
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에 현지 크리스천 가운데서는 자율적으로 기도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중국 중화 자선상10)을
3차례에 걸쳐 수상한 경력이 있는데 이것 역시 크리스천 기업
으로서 이웃 사랑의 실천의 한 예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K직원은 선교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중국 발령이후 전공한
중국어를 무기로 하여 사영리 전도를 비롯한 다양한 전도 활
동을 펴왔다.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교제를 하는 것 등
다양한 접촉점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K에게 부여된 역할이 중국 고등학생 장학 사업
이었다. 온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장학생들을 만나고 이들에
게 용기와 격려를 복돋아 주었다. 공안이나 자선단체의 임원
들과 항시 동행을 했어야 했기에 어느 정도 감시를 받기는 했
지만 이미 직원의 뛰어난 인품과 중국 학생들을 사랑하고 성
심을 다해 돕고자 하는 태도에 감동을 받은 당원들은 K직원
10) 중화자선상은 중국총리가 수여하는 가장 권위있는 사회공헌상(20만개의 경
쟁자들이 있다고 함)

직장인들의 선교적 삶의 실천 - 이랜드 해외 파견 직원들을 중심으로

에 가진 종교에 관심을 가진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이
직원은 최근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임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
비 중에 있다.

하이브리드(Hybrid) 선교사
하이브리드 선교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자
비량 선교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임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재
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직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한다. 국
내에서 주말에 외국인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재정 확보가 많이 되었을 때는 타 문화권으로 가
서 전임 자비량 방식의 선교를 하는 것이다.
1) L직원
이 직원 역시 이랜드 초창기 멤버이다. 2000년 즈음에 사직
하고 T국에 선교사로 가서 비즈니스와 선교를 병행했으며 특
별이 T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했다. 많은 배
신을 경험했지만 꿋꿋하게 선교사로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후 다시 한국에 들어와 중요한 요직을 맡았고 현재는 사직 후
다시 외국인 근로자 사역과 년 5차례 정도 T국을 방문해 제자
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유형
의 선교사를 하이브리드 선교사로 명명하는 것은 어떨까 생
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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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설악포럼

2018년 2차 방콕/설악 연석포럼 합의문

2018년 4월25-27일 선교단체 및 교단선교부 지도자들과 현장
선교사들,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포천 베어스 타운에 모여
‘미래 교회와 선교사모델’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방콕-설악 연석포
럼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2017년 방콕-설악 연석포럼에서
다루었던 "급변하는 21세기 세계의 선교적 상황과 도전의 대안"
으로 풀뿌리 선교 모델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한국 미래 선교의 방향, 풀뿌리
선교의 성경적 근거, 현재 필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풀뿌리 선교
모델의 실재, 비서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모델들에 대
해서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포럼에서 시도했지만 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필리핀의 풀뿌리 선교의 모델인 PMA
지도자 초청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풀
뿌리 선교 모델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감대를 갖
게 되었다.
포럼에서는 풀뿌리 선교 모델이 적절한 용어인가와 풀뿌리 선
교 모델에 포함되는 주체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하였다.
■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델에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루
어진 사도형 선교 모델만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루어진 풀뿌리형 선교 모델도 있다.

우리는 이런 풀뿌리 선교 모델이 아직 한국 교회에 소개하기 이
른 감이 있지만 풀뿌리 선교 모델의 실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1.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풀뿌리 선교의 모델을 발굴하고 연
결하는 네트웍을 만들고, 풀뿌리 선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2. 풀뿌리 선교 모델을 소책자, 매체를 통해 한국 교회에 알리고
소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3. 비서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풀뿌리 선교 모델을 찾아보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동시에 선교의 출발점에 있는 비서구 교회
들과 풀뿌리 선교 모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포럼 참석자들은 풀뿌리 선교 모델과 관련되어 포럼에서 합의
한 세 가지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공감과 협력
을 위해 노력할 것에 동의했다. 2018년 방콕-설악 연석포럼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심화토론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2019년
다시 한 번 연석포럼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사도형 선교
모델만이 아니라 풀뿌리형 선교 모델도 많았던 것을 볼 수 있
다.
■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선
교사라는 타이틀없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을 보았고 우리는
이들을 21세기의 풀뿌리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 21세기 선교적 상황의 변화를 볼 때 풀뿌리 선교 모델의 제
시는 시의적절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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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 운동과 빌리 그레이엄 그리고 존 스토트
- 로잔 운동과 두 인물로 본 20세기 후반 복음주의 운동의 평가와 그 미래
한철호_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

1. 들어가는 말1)
2011년 존 스토트 목사(1921-2011)에 이어서 최근 빌리 그레이
엄 목사(1918-2018)가 소천 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 20세기 후반
복음주의 교회 운동을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뉴스위크지는
빌리 그레이엄을 “아마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인물이었
을 것이며, ‘미국의 목사’ (America's preacher)라고 불렀다.”라고 평가
했다. 또한 뉴욕 타임지가 한 신학자의 입을 빌어 개신교가 교황을
뽑는다면 존 스토트 목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도 개신교
안 밖에서 두 사람이 끼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1954
년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그들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동역자로, 친
구로, 그리고 20세기 후반 세계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 운동을 이끌
어 가는 지도자로 그 역할을 다 했다. 빌리 그레이엄 때문에 로잔운
동이 시작됐다면, 존 스토트 때문에 로잔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에 한국 로잔 위원회에서 두 인물이 로잔운동에 미친 영향을 살
펴보고,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것과 나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준비했다. 본 기조 발제에서는 두 인물에 대한 개별적인
상세한 기술보다는 로잔운동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그
들이 남긴 유산 중에 우리가 이어가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또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로잔운동의 배경
로잔운동의 배경은 1910년 열린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1910)로부터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1910년 당시 개신교 교회의 세계 복음화 상황은 세계복
음화 과업을 완수하고 곧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기
대를 할 만 했다. 개신교 선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800년과
비교해 볼 때, 1900년 초 놀라운 복음 전파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이
다. 세계 인구의 25.4%가 복음을 듣는데 1800년이 걸렸는데, 1900
년 초 세계 인구의 45.7%가 복음을 듣기까지는 불과 100년 밖에 걸
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속도라면 2000년이 되기 전에 세계 복
음화는 상당히 실현 가능한 현실이었다. 그래서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에서 의장이었던 존 모트(John Mott)는 “우리 세대
에 세계 복음화를”(Evangelization of World in this Generation)이라는
학생 자원자 운동(SVM)의 슬로건을 그대로 사용했다.
1) 본 글은 2018년 5월 26일, 한국 로잔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이다. 원래 본 글에 더 많
은 각주가 있으나 지면 관계상 꼭 필요한 각주만 남겼다. 전체 발제글은 미션파트너스 홈
페이지 자료실이나 필자에게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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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사는 항상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20세기 개신
교 선교 역사도 증명하고 말았다. 1901년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
회 이후 세계 교회는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첫째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계몽적 인간 진보에 대한 꿈이 깨져 버렸다.
둘째로, 세계 교회는 전통 근본주의(복음주의)신학과2) 현대주의 신
학의3) 충돌로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세계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교회 운동(WCC:World Church Council)
으로 모습을 바꿔 가기 시작했다. 세계 복음화 과업을 완수하기 위
해서 선교사 중심으로 모인 1910년의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는
그 후 확장된 현대주의적 선교 개념을 따라 복음주의적 전도보다는
복음을 정치 사회적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확장하는 교회 상층
부 연합운동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 발전해 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음주의자들은 그 정체성과 역할을 잃어 가고 있었다. 게다가 선
교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남반구 국가들이 서구 열강으로부
터 독립하면서, 서구 교회의 선교 사역은 선교사 철수라는 압박을
받는 모라토리움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퇴역 군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전쟁했던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려는 열망이 확산되었고, 빌리 그
레이엄 목사 등에 의한 복음주의 부흥 운동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
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다. 이에 힘을 얻은 복
음주의자들은 빌리 그레이엄의 초청으로 1966년 베를린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모임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74년에 로잔 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lization)가 열린 것이다. 로잔74대회 개회 설교 제목
인 “왜 로잔인가?” (Why Lausanne?)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세계 복음
화의 완수를 위한 복음주의자들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로잔74
대회를 복음주의자들의 모임(conference of evangelicals)으로 규정했
고, 단 하나의 과제인 세계 복음화에 집중하자고 했다. 그는 로잔
74대회가 “복음화에 대한 성경적 선언을 만들어 가고”, 더불어 “복
음 전도의 핵심이 되는 성경적 개념을 다시 강조”하는 대회가 되길
원했다. 이러한 기대 때문에 대회 기간 중에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
를 떠난 인간의 소외, 예수를 통한 구원,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는 그
리스도인의 증거, 전도의 긴급성 등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 그는 또

2) Traditional Orthodoxy, Evangelical.
3) Modernist, Lib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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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전 세계적인 새로운 하나의 코이노니아
혹은 교제권이 형성되고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
는 계기가 되길 소망했다. 이러한 그의 기대는 로잔74대회 기간 내
내 반영되었고, 로잔74대회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며, 그 이후 복
음주의자들의 신앙고백으로 자리 잡게 된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4)

3. 빌리 그레이엄과 로잔
사실 로잔74대회는 빌리 그레이엄이 가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정의 산물이었다. 로잔 대회 오래전부터 빌리 그레이엄 (Billy
Graham)은 정치적, 경제적, 지적, 종교적 격동의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를 재구성하기 위한 복음주의자들의 세계 대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생각한 교회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뒤에 있는 성
경적 생각과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이
야기는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Billy Graham) 박사와 함께 시
작된다.” 라고 로잔 운동은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
면서 '세계 복음화의 공통된 과업으로 모든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묶는' 소망을 키워 왔다. 그리고 그의 주도 하에 1974 년 7 월 스위스
의 로잔에서 150 개국 2,400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여 세계 복음화
에 관한 제 1 차 국제 대회가 개최된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의 첫 설교에서 로잔74대회의 배경으
로 아래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로잔 대회는 교회 역사 속에
서 지속되어 왔던 복음 전도 전통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5)
둘째, 로잔 대회는 오직 한분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의 세상에 직
면하며, 하나의 과업을 완수하는 하나의 몸을 추구한다 셋째, 로잔
대회는 전도의 핵심 요소인 성경의 원리를 다시 강조하고 복음 전
도의 긴급성을 다시 확인한다. 넷째, 로잔 대회는 정직하고 진지
하게 미복음화된 세상과 그 세상을 복음화 하기 위한 교회의 자원
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6) 또한 로잔대회의 명칭
을 ‘Evangelism’이라는 단어 대신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이라고 함으로 복음전
파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임
4) Douglas. J. D.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Official Reference Volume, Paper and
Responses.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sm (Minneapolis, MN: World Wide Publication, 1975) p 22-36
5) 이러한 언급은 전술한 대로 1910년 에든버러 선교사대회 이후 세계 복음화의 성취
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방향성이 흔들렸다는 비판적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1910년
에든버러 선교사대회 이후 현대주의 신학 흐름이 세계 교회를 주도하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심에 관한 메시지의 상실, 사회 정치적 문제에 사로잡힘, 구조적 연합
에 집착 등으로 인해 복음 전파의 본질적인 근거들이 희석되었고, 그 결과 세계 교회는 복
음주의자들과 에큐메니컬로 나뉘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로 인해서 빌리 그레이
엄을 로잔74대회에 에든버러대회의 전통을 따라 교회 구조의 지도자보다는 풀뿌리 복음
전도자 혹은 선교사 리더들을 초대하게 된다. 이것은 1910년 에든버러 이후 열린 WCC
대회의 주요 참가자들이 교회 구조의 리더들(churchmen)이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
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빌리 그레이엄의 입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 야하지만 로잔 운동(복음주의자)들의 부르심은 교회의 책임인 복음 전파라
는 구체적인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언급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존 스토
트의 합류로 인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6) 로잔74대회에서 랄프 윈터의 <새 마게도니아 (New Macedonia)> 발제는 세계 타문
화권 선교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여기로부터 Church for Every Nation, Gospel
for every People 개념이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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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려고 했다. 로잔74대회 개최 배경에 대한 빌리 그레이엄
의 긴 설교에는 에든버러1910년 대회 이후 상실한 복음주의교회의
세계 복음화 과업 완수에 대한 소망을 되살리려는 그의 의도가 담
겨있었다.
빌리 그레이엄은 로잔74대회를 통해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성
취하길 원했다. 첫째, 로잔 대회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
의 틀 만들기. 둘째, 세계 복음화의 과업 완수에 대해 교회가 도전
받게 하기. 셋째, 사회참여와 복음 전도의 관계를 규정하기. 넷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새로운 코이노니아 혹은 교제권이 형성되어
온 세상의 복음화를 향한 모든 노력을 모우기 등의 목표를 세웠다.
빌리 그레이엄에 제시한 이러한 모든 목표와 논의 결과는 로잔74대
회의 결과물인 로잔 언약에 잘 반영되었다. 이빌리 그레이엄은 엄
밀한 의미에서 로잔74대회가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의
영적 유산을 이어가고 있음을 선포한 것이다. 이러한 빌리 그레이
엄의 수고로 드디어 새로운 복음주의 교회 운동(neo-evangelicals)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4. 존 스토트와 로잔
빌리 그레이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과는 다르게
존 스토트 목사(John Stott)는 런던 시내의 한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
했다.7) 70년 그의 사역의 일관된 두 가지 초점은 학생 세계와 목회
자 훈련이었다. 그럼에도 존 스토트가 로잔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 때문이다. 빌리 그레이엄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성취해 내길 원했던 목표인 세계 복음화에 대
한 성경적 근거 만들기,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와의 관계에 대한 성
경적 이해 등의 원리를 실제 성경 안에서 끄집어내고 통합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존 스토트에게 있었다. 그가 초안한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의 모든 항목은 철저히 성경에 바탕을 둔 것들이다.
둘째, 사회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다양한 사
역 경험 때문이다. 존 스토트는 지역 교회 목회자였지만 다양한 사
역을 시작하거나 도왔다. 8) 그의 융합적사고(interdisciplinary)와 탐
구심은 그가 과학, 의학, 전쟁과 핵 억지력에 대한 현대의 생각 등
모든 분야의 리더들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성경
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했다. 그는 기독교 신
앙 공동체가 세상의 이슈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다리를 놓는 일
에 이미 상당한 수고를 해 왔었다. 존 스토트가 1910년 에든버러 선
교사대회가 대회 이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한 이유는
에든버러 대회가 당시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성경적 고찰
을 게을리 했고, 오히려 세계 복음화의 과업 완수에 대한 열정으로
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10년 에
7) 그는 1945 년에 성직자로 안수 받아 그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올 소울스 교회(All
Souls)의 부목사가 되었고, 드물게 1950 년에 바로 교구 목사직에 임명되었다.
8) 성서유니온에 대한 그의 공헌, 세계 복음주의 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 Tear
fund, 영국성공회 복음주의 연맹(NEAC (National Evangelical Anglican Council),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London Institute for Contemporary Christianity) 등을 언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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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버러 선교사 대회 이후에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급변
하는 사회적 변화와 신학의 변화에 대응하느라고 선교의 역할을 직
면한 사회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편향되는 결과
를 낳게 된 것이다. 존 스토트가 로잔운동을 통해 복음 전도와 사회
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에 많은 힘을 쏟은 이유는 이
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균형 감각
은 성경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의 능력 때문이었다. 존 스토트
는 항상 이중적 귀 기울임(Double listening)을 강조했다. 그것은 말
씀으로부터 듣는 일(Listening from the Word)과 세상으로부터 듣는
일(Listening from the World)이다. 그의 이런 능력은 로잔 운동이 총
체적 복음의 의미(Whole Gospel)를 간파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하게 된다.
그의 목회자로서의 성경에 대한 헌신과 지식뿐만 아니라 “명확
한 신학적 사고에 대한 존 스토트의 명성, 복음주의 전통 내에서
의 폭 넓은 공감, 그리고 혹 신학적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
한 그의 은혜로운 대응은 바로 그가 1974년 대회에서 발표된 로잔
언약을 만드는 과정을 주도하는 자로 발탁되기에 충분했다” 9) 시간
이 갈수록 역사는 그의 신학적 사고, 설교, 복음과 문화와의 긴장,
기독 지성의 개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에 대한 복음주의의 헌신,
세계 복음화의 중요성들에 대해 그가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더 놀
라게 될 것이다. 10)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존 스토트와 로잔운동과
의 관계, 특히 1974-96 년의 시기에 그가 미친 영향은 가히 상징적
이며, 심지어 그와 로잔운동은 서로에게 상수 작용했다.11) 그의 다
각적인 사역 경험은 다양한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로잔
(Lausanne) 열망에 적합했고, 그가 가진 신학적 성경적 지식과 실천
의 경험은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당시 로잔운
동 안에 잠재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
로잔74대회에서 한 그의 첫 주제설교는 “전도의 성격적 기
초”(Biblical Basis of Evangelism)였다. 여기서 그는 선교의 핵심 구절
로 전통적으로 언급했던 마28:19-20보다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와 “아버지께서 나를 세
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을 선
택함으로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서 12) 동시에 선교는 예수
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 모두를 재현하는 것이라는 총체적 복음
전도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 본문에서 존 스토트는 하나님께
서 예수께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것(into the world)과 우리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이유 또한 예수
님처럼 섬기기 위해서(into the world to serve) 임을 주장했다. 즉 선
교를 예수의 성육신적 삶의 모델(빌2:7)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재현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우리가 대위임령과 대계명의 이중
9) Julie Camneron. 2014. 65
10) Julia Cameron, John Stott and the Lausanne Movement: A Formative Influence, in Lausanne Movement , A Range of Perspectives, Regmun, 2014, edited by Margin Serigstad Dahle,
Lars Dahle and Knud Jorgensen, Regmun. 61
11) Julia Cameron. 2014. 62
12) 그는 또 1976 얼바나선교대회에서 “Our Living God is Missionary God”이란 제목을
설교하면서 선교의 성경적 기초가 하나님이 선교사이심으로 설파한다. 즉 missio Dei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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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르심에 동등하게 반응하는 것이 선교적 부르심이라고 설파한
다. 그는 We love. We go. We serve 라는 세 문장으로 복음화의 성경
적 의미를 설명한다. 그리그 그의 첫 설교에서 전파된 선교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그 이후 로잔 운동은 내용을 이끌어 온 린지 브라운
(Lindsay Brown),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 등의 생각
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갔다.
로잔 운동에 대한 존 스토트의 최대 공헌은 바로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을 기안한 것이었다. 로잔 언약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수많은 단체가 신앙고백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대 교회사
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로잔 언약에서 ‘사
회적 복음'을 지지자들에게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
의 사회적 책임이 이제는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성경적 책임으로 선
언되었다. 이것은 복음주의 교회에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로잔
언약에는 이제까지 교회가 지켜 왔던 사도적 신앙고백의 핵심 내용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시대에 어떤 개념과 내용으로 이해되
어야 하는가를 극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담아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로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라는 실제 안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말해졌다는 점에서 하나의 예언과 같은 것이었
다. 확신과 겸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에너지, 비전과 현
실,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쁨과 인간 실패에 대한 절망, 전략적 사
고와 성령의 인도, 지구적 비전과 지역적 행동, 말과 행동의 창조적
인 결합인 언약으로서 로잔 언약은 로잔 운동의 핵심적 특성으로
영원히 남아 있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실로 로잔 언약에서 사
용된 개념과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존재했던 어떤 신앙
고백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삶의 현실에 어떤 의미
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단어와 개념
의 선택 그리고 그것들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내는 일은 존 스토트
의 몫이었다. 로잔 언약의 최종본을 만들기 위해 그는 참가자들로
부터 받은 모든 의견을 읽고 적절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밤을 지새
웠다. 이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지만 복음주의 교회 전체의 목소
리를 듣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로잔 언약의 영향력을
깨달은 존 스토트 (John Stott)는 1975 년에 해설과 논평을 출판했다.
로잔 언약이 개인과 집단에 의해 읽히고 연구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89년 마닐라 로잔 대회의 선언문(Manila
Manifesto)또한 존 스토트가 초안 작업을 했는데, 선언문의 31개 조
항은 로잔 언약의 의미를 더 확장한 것이었다.
1989년 마닐라에서 2차 로잔 대회가 열리기 5 년 전인 1984 년
존 스토트 (John Stott)는 새롭고 획기적인 저서 "현대사회 문제와 그
리스도인의 책임(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을 발표한다. 핵 문
제, 다원주의, 인권, 산업화, 성의 문제 등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작
업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휴면 상태였던 사회적 양심을 회복
하고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존 스토트는 로잔 74대회 이후 계
속 된 다양한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잔 74대회에서 논의
되었고, 로잔 언약으로 선포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주제에 대
한 복음주의 신앙에서 본 성경적 원리와 대안을 제시할 필요와 요
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74년 이
후 열린 다양한 로잔 관련 회의를 주관하기도하고 논문을 발표하
기도 하면서 로잔 운동의 신학적 틀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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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존 스토트는 비록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로잔 2010 케이프타운
대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town Commitment)의 초안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오래
전부터 존 스토트와 선언문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논의했고, 결
국 케이프타운 선언문은 74년 존 스토트가 초안한 로잔 언약의 완
결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이 복
음주의자들의 신앙고백이라면, 마닐라 선언(The Manila Manifesto)
은 로잔 언약을 더 현대적이 언어로 확장한 것이고, 케이프타운 서
약(The Capetown Commitment)은 로잔 언약의 실천을 위한 헌신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존 스토트는 평생 복음주의 교회
들에서 일어나길 원했던 복음주의 믿음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그
믿음이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의 최종 선언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케이프타운 대회 이후 얼마 되지 않
아 그는 하나님 품으로 떠났다.

5. 복음, 우정, 그리고 겸손의 사람들
복음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트가 20세기 복음주의 운동과 로잔 운
동을 이끈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서 20세기 초의 자유주의와 현대주
의 신학 흐름으로부터 벗어나 20세기 후반에 복음주의 신앙에 새로
운 부활을 가져오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
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 때문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대중적 전도자로 복음주의 교회의 확산이 절대
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그가 가진 복음의 우선성과 구원의 중심
성 때문이었다. 빌리 그레이엄은 광범위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에 집중하길 원했다. 그것은 사람들을 예수 그
리스도와 회복된 관계로 초대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었다. 빌리 그레이엄은 2005 년 여름 자신의 마지막 대형 집회 설
교를 위해 뉴욕에 왔을 때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복음만 이야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님께서 저를 그런 결정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신학자 J.I. 패커는 세계
교회의 복음주의적 “통합”의 공을 그레이엄에게 돌린다. “1940년대
까지는 복음주의 기구가 있었지만 단합된 것은 없었다. 진보적 자
유주의 신학에 맞설 구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복
음주의자들이 빌리 그레이엄이 주창하고 행하는 것들을 뒤에서 따
르며 모이기 시작했고, 그 복음주의 운동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
다.” 라고 말했다.13)
존 스토트 역시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복
음의 명령을 삶으로 실천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매일
아침 그는 삼위일체의 세 인격을 만났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
을 인식하며, 성령의 권능을 그의 옹호자와 조언자로 모시고 살기
를 구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The Cross of Christ, 1986)

13) www.newsweek.com/billy-graham-twilight-evangelist-newsweek-profile-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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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의 저술 중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50 년이 넘
도록 로버트 머레이 맥 체인의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여 매년 성경
전체를 읽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BBC World Service 뉴스를 듣는
것이 그의 삶의 패턴이 되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일과 세상에 귀 기울이는 '이중 듣기'(Double Listening)를 연습해야
만 말씀을 세상에 적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둘 사이에 신학적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둘 사이
에는 복음을 이해하는 시각 차이가 존재했다. 로잔 대회의 핵심 목
적은 복음이 지구의 모든 구석에 도달 하도록 하기 위해 복음 주의
자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었다. 그래서 74로잔 대회 연단 위
에 장식된 주제어가 "Let the Earth Hear His Voice“이었다. 여기에는
빌리 그레이엄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동시에 그 즈음
존 스토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전도뿐만 아니
라 사회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었다. 74로잔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사회 및 정치 문제에 우선순위가 높은
WCC와 관련된 교회 출신 사람들이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은 여전히 일반적인 생각
이다. 특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을 더 그랬다. 사회참여의 강조는
복음을 사회복음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미국 복음주의 교회 분
열의 주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로잔 언약의 주 제안자가 존 스토트였기 때문에 로잔 언약
에 그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었다. 주로 전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진영
으로 구축된 74로잔 대회 후속 위원회는 로잔 언약에서 말한 사회
적 책임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존 스토트는 미국 주
도의 후속 위원회가 전도와 사회 행동에 대한 언약의 이중적 강조
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존 스토트는 로
잔 언약의 핵심은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단호했다. 후속 위원회는 이러한 존 스토트의 의견에 거리
를 두었다. 1975 년 1 월에 열린 후속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위해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을 때, 존 스토트는 이 문제가 여전히 힘든 싸
움이 될 것임을 예측했다. 왜냐하면 빌리 그레이엄 (Billy Graham)이
회의 첫 연설에서. "내가 권고하는 것은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전적
으로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전문적인 일을 하도록 장려하면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스토
트는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었고, 장고 끝에 그 다음날 빌리
그레이엄의 의견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개인적으로 오랜 친
구이고, 당시 로잔 대회의 재정이 빌리 그레이엄과 미국 측 복음주
의 진영으로부터 조달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빌리 그레이엄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존 스토트는 로잔 운동이 빌리
그레이엄의 생각만을 수용한다면 위원회에서 사임 할 것이라고 말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존 스토트는 복음의 사회
적 함의에 대한 로잔 언약의 강조가 로잔 후속 모임의 지속적인 연
구에 반영 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충격을 받았다. 미국 주도의 후속 위원들은 사회적인
관심은 언약의 한 단락이고 여전히 전도가 중심 주제라고 생각했
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에게 있어서 존 스토트를 로잔 운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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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잃는 것은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결국 빌리 그레이엄은 존 스토
트와 피터 와그너를 한 방에 집어넣고 문을 잠갔다. 어떻게 하던 둘
이 합의점을 만들어 보라는 의도였다. 이 의견의 불일치가 해결 되
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서로를 잃을 수 없었던 두 진영은 한 주간의
회의 후 발표한 위원회의 목적 선언문에서 로잔 운동의 방향을 "성
경 전체가 말하는 교회의 사명"(the total biblical mission of the church)
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모호하게 기록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 회
의에서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그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으므로,
존 스토트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음을 확신하였고, 그를 향해 "내
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당신을 따르길 원합니다"고 최
고의 겸손을 보였다.14)
물론 존 스토트도 그 이전에 빌리 그레이엄이 영국에서 집회했
을 때 영국성공회가 그의 설교에 대해서 근본주의라고 비판하자 이
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트 혹은 유럽 복음주의권과 빌
리 그레이엄을 필두로 한 북미주 복음주의권의 신학적 이견은 로잔
운동 내내 존재해 왔고, 아쉽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신
학적 차이로 인해서 1989년 마닐라 로잔 대회 이후 미국의 복음주
의 교회들이 로잔 운동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이것이 로잔 운동
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1989년 이후 침체기를 겪게 되는 원
인이 되기도 했다. 영미 복음주의자들의 신학적 이견은 2010년 케
이프타운에서도 드러났다. 존 파이퍼의 설교와 크리스토퍼 라이트
의 주제 발표 속에 등장한 긴장점이 이것을 의미한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20세기 복음주의 교회 운동의 부
활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둘 사이에 신학적 이견이 존재했지만
끝까지 협력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들
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빌리 그레이엄은 대형 부흥 집회의 설교자
로 유명하지만, 실제 그의 집회가 늘 성공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
는 그의 집회를 실제 주관하는 사람들은 그 집회가 개최되는 나라
나 도시의 지역 교회의 연합이었기 때문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지
역 교회를 존중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함으로서 진정한 연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점은 존 스토트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성공
회 안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진 성공회 주류로
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마틴 로이든 존스와는 달리, 신학
적 입장에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 때문에 존 스토트는 끝까지 성공회 교회에 남아 있었
다. 지금까지 로잔 운동이 상층부 운동이 아니라, 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의 풀뿌리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까지 참

14) www.thegospelcoalition.org/blogs/trevin-wax/when-john-stott-con-

fronted- billy-graham/
15)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존 파이퍼는 그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
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사후 심판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기회를 동
원해서 영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균형을 잡아
가는 과정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날 또 다른 변수는 바로 비서구교
회 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다. 비서구교회의 등장은 영미 중심의 서구 주도적 선교 흐름
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미 가져오고 있다.

로잔 운동과 빌리 그레이엄 그리고 존 스토트

여할 수 있는 운동을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이 가진
교회 중심의 신학 때문이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원칙 아래 빌리
그레이엄의 복음 전도에 대한 헌신과 존 스토트의 복음에 대한 통
합적 시각이 긴장 가운데서도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 내면서 오늘의
로잔 운동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정
빌리 그레이엄 (Billy Graham)과 존 스토트 (John Stott)는 1954년
빌리 그레이엄의 런던 집회와 1955 년에 CICCU 선교 대회에서 만
났는데 존 스토트 목사는 빌리 그레이엄 집회를 주관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뿌리 깊은 우정이 74로잔 대
회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빌리 그레이엄으로 하여금 존 스토트의
참여를 촉구했고,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로잔 운동의 두 정신적 지
주의 역할을 하게 된다.
빌리 그레이엄 (Billy Graham)은 70 년 동안의 사역과 전 세계 많
은 국가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고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삶
을 살았지만 그 중 로잔 (Lausanne) 운동은 그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역이었다. 2006 년 Newsweek 지와의 인터뷰에서 그에게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그
는 1974 년 세계 복음화에 관한 로잔 대회와 그에 따른 로잔 운동이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16) 현 로잔 위원
회 국제 위원장인 마이클 오(Michael Oh)가 빌리 그레이엄에게 로
잔74대회를 하게 된 이유를 묻자 "나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나면
서 전 세계를 여행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서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말했다. 빌리 그레이엄은 수천 명의 세계 지도
자들과 우정을 나누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자신의 공통된 마음을
나누기 위해 1974 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세계 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와 이어지는 로잔 운
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즉 로잔 운동은 빌리 그레이엄이 전 세계
의 기독 지도자들과 쌓아 온 우정과 신뢰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다.
존 스토트 (John Stott) 역시 20 세기에 다양한 사람들과 우정을 누
리며 가장 폭넓게 활동한 복음주의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는 복음주의 진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ECSC
(World Council of Churches)와 같은 주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
하거나 초대되어 그들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
람들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동시에 자신이 가진 복음주
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고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최선을 다 했다.
이런 광범위한 활동으로 인해서 보수 성향이 강한 복음주의자들에
게 의심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존 스토트의 우정
과 관심도 로잔 운동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런던 올 소울스교회로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왔다. 특히 그는 평생
기독학생회(IVF, IFES) 사역에 참여했고 오랫동안 명예 총재를 지
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전 세계의 젊은 복음주의자들과 관계를 맺
을 수 있었고, 그들과의 우정은 로잔 운동에 전 세계 각국의 IFES 리
더들이 참여하게 되는 다리가 되었다. 그는 74로잔 대회에 많은 당

16) http://www.newsweek.com/billy-graham-twilight-evangelist-newsweek-profile-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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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젊은 복음주의 리더들을 초대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로잔 운동
에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풀뿌리 리더들과 사상가
들이 참여한 전 세계적 운동이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빌
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트 둘 사이에 신학적 이견에 존재했지만, 그
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쌓은 우정이 로잔 운동이 가능하게 된
핵심 요소였다.

겸손
빌리 그레이엄은 진실함의 모델이었다. 다른 지도자들과 목사들
을 쓰러뜨린 추문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60년 동안의 사역 기간 동
안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한 비난을 한 적이
없었다.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사람들에
게 늘 “빌리”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의 자서전 제목인 ‘내 모
습 이대로’(Just As I Am)는 그가 집회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을 받도록 초대했을 때 가장 자주 불렀던 찬송가에서 가져온 것으
로 그의 겸손한 마음을 반영한다.17)
존 스토트 또한 영국 성공회의 감독이나 대주교로 지명될 기회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원과 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가난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더 큰 소명으로 간주했다. 그
는 은퇴 성공회 신부를 위한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 일생을
런던 올 소울스 교회 근처 2층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다. 그가 평
생 쓴 수많은 책의 저작료는 모두 랭함 트러스트(Langham Trust)로
귀속되어 비서구교회 목회자들에게 책을 보급하거나, 비서구 신학
자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사용되었다. 2011 년 8 월 8 일 All
Souls의 John 's 장례식에서 전 연구 조교 인 Toby Howarth는 존 스토
트가 하루 종일 사역한 후 조차도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
들에 대해서 지쳐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18) 2007 년 런던 현대 기
독교 연구소 창립 25 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드레이퍼 (Brian Draper)는 그가 어떻게 가장 기억되기를 바라는 묻자, 그는 망설
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적용하고, 적용하기
위해 애썼던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길 원하다"고 말했다.19)
5. 맺으며: 복음, 교회, 선교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트 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로잔 운동과
함께 등장한 신복음주의(neo-evangelicalism)를 잘 이끌어 온 이유는
그들이 1920년대 등장한 현대주의 신학의 파도 때문에 무너진 복음
적 신앙을 다시 회복했을 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세
계 교회 현상 즉, 선교, 전도 및 부흥 운동의 세계화 현상, 복음 전도
와 사회적 참여, 혹은 카리스마적인 신오순절운동 등을 잘 파악하
여 기존의 유럽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남반구 교회 안에 성경적 신
학 운동, 교회 그리고 선교 등에 관한 복음적 이해와 확장이 일어나
는 것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17) http://www.newsweek.com/billy-graham-evangelist-christian-us-quotes-814491
18) " “Toby가 그를 보호하기를 원했을 때, 존 스토트는 "Toby, 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
조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성령은 그들 안에 살았
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나의 모든 관심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Julie Camneron.
2014. 68
19) Julie Camneron. 201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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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남반구 중심의 세계 기독교 운동 속에
서 나타나는 "후기 복음주의적 (post-evangelicalism)현상"을 잘 관찰
하고, 그 안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세계 교회(Global Christianity)의 관점에서 볼 때 로잔 운동은 중
요한 공헌은 1974년 로잔 대회에서 처음으로 서구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젊은 교회(비서구교회)의 소리를 진정성을 가지
고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74로잔 대회에서 남미의 복음주의자들
인 사무엘 에스코바나 르네 빠디아 등의 발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
친 것은 이런 것 때문이다. 그들의 소리는 당시 남미의 빈곤한 현실
과 막시스트 혁명 이데올로기의 사회 안에서 과연 복음은 어떤 의
미인가를 고민한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소리였다. 그들의 관심은 "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
신가?" 즉 텍스트에 대한 질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컨텍
스트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으려는 소리였다. 그 결과 서구 보수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던 사회참여에 대한 관
심이 복음 주의자들 안에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복음주의에 대
한 정의가 확장되면서 구원에 범주에 대한 해석도 확장되기 시작
한 것이다. 또한 로잔 운동은 과거 서구 중심의 일방통행적 선교 운
동에서 다중심적이고(Polycentric Mission), 전방향적(all directions)인
선교 운동(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이 가능하게 했다. 복음 전
파는 일방적인 선포(Proclamation)가 아니라 보여줌(Demonstration)
또는 말씀(Word)과 행동(Deed)을 통해서 전달 될 수 있음도 확인
해 주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서구 교회를 능가하게 성장해
버린 비서구교회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미래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서구 교회를 복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학화 과
정을 통해서 토착화된 그들의 복음주의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인가이
다. 서구 신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크게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
환경 중 현재의 비서구교회 안에 있는 가난, 부패, 결핍, 공공성 부
재, 초 영적 현상 등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 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의
사소통되어야 하는 가의 문제다. 이것은 복음 운동, 교회 운동, 선교
운동 전반에 다 해당된다.
1910년 에든버러 선교사 대회에서 예측한 미래 사회의 문제가
거의 예상을 빗겨 갔던 것처럼, 21세기 중 후반에 변화하는 세상에
서 어떤 이슈들이 등장하고 이에 대해 기독교가 복음의 진리에 근
거한 실천적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잘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오
늘날 동성애를 필두로 한 성(gender) 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세상과
의사소통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세상으
로부터의 단절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부적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
다.20) 복음화는 결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복음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
상으로부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찰하지 않는다면 21세기 후반
20) 서구 교회의 최근 분열의 원인은 젠더문제, 동성애문제 등으로 인한 분열이다 예
를 들면 최근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함으로서 커다란 교회 분열이 일어났다. 즉
20세기 초반의 근본주의신학과 현대주의 신학을 분열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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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장할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흔드는 현상에 대해서 대안을 만
들어 낼 힘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분열이 가속화 될
수 있다.21)
이 과제를 풀어 갈 당사자는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비서구 교회
자신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서구 교회들이 그들의 상황(context)
안에서 그들의 눈으로 메시지(the text)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들
의 삶에 적용해 가는 과정을 기존의 서구 기독교 (혹은 그 전통 안
에 있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이다. 비서구 교
회가 그들의 과제를 풀어 가는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 스스로
메시지를 해석하고 자신의 문화 안에서 복음이 수용의 장벽을 만나
지 않고 확산될 수 있는 형태(form)를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비서구 교회 안에 자신학화(Self-theologizing)과정이 일어나도록 기
다려 주어야 한다. 여기에 세계 기독교가 어떤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것인가의 해답을 줄 열쇠가 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신학은 대부분 서구 교회가 그들의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
는 문제에 대한 신앙적 고찰의 결과이다. 근대 계몽주의 사회 속에
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구 신학 체계는, 누구도 신적 존재를 부인하
지 않는 아프리카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신학적 고찰이다. 아
프리카 교회들의 관심사는 존재하는 신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
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그 신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 분
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해 주실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 이에 대한 대
답을 아프리카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 내야만 복음은 아프리카에서
의사소통 될 수 있다.
미래의 세계 교회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현
상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교회 형태인 교단, 교파 등의
형식이 무너지고 있다. 특별히 전통적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
들은 서구에서 거의 그 존재가 없어지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개신교의 분열은 신학적 분열이었는데, 그 한축인 자유주의신학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성도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교회 건물은 유적지로 변하고 있다. 서구 교
회 안에서 장로교 감리교 등 신학적 전통에 따른 교파나 교단은 그
힘을 잃거나 문패 역할 외에는 하지 않는다. 성도들은 교단과 교파
를 구분하는 경향이 과거처럼 명확하거나 심각하지 않다. 비서구
는 더욱 그렇다. 서구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교파주의
적 성향을 넘어서서 각자의 신앙적 형태를 가진 공동체(fellowship)
로 모이고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서구에서도 가나안 성도들
공동체가 더 확산되는 것은 기존 교파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는 증거다.
둘째로 반면에 세계 교회는 교단이나 교파의 형태보다는 자신들
의 신앙적 확신을 중심으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재편성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동성애와 젠더 문제나 오순절 성령 운동 등에 대해서 같
은 교단 안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서구 교회와 비서구 교회의 구분보다는 서구 교회와 비서구 교회

21) 최근 가나안 성도 문제가 이런 조짐을 보이는 현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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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따
라 서구와 비서구 구분 없이 각자의 진영이 재편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구와는 다르게 비서구의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성경의 권위,
성(SEX)의 구별 등에 대해서 보수적 신앙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사
회정의나 부패한 정권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급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22) 이런 현상은 교파나 교단과 상관없이 나타난다. 따라서 미
래의 세계 교회는 이 논의의 방향에 따라 서로 연합하거나 분열하
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다.
선교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를 비롯해서 지난
50년 동안 놀랍게 발전한 남반구 교회 선교 운동은 이제 새로운 시
대에 들어서도 있다. 기존 서구의 선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로잔74대회에서 랄프 윈터의 ‘
새 마게도니아’라는 제목의 발제가 지난 50년간 선교 패러다임에
새로운 제시했던 것처럼, 23) 이제 새로운 비서구 교회 선교 패러다
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선교에서 저비용 고효율선교
로, 24) 선교사(missionary) 중심에서 풀뿌리 선교인(missioner) 중심으
로, 25) 힘의 선교에서 연약함의 선교로, 26) 선교적 행위에 앞서 선교
적 존재로,27) 선교하는 교회에 앞서 선교적 교회로28)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후기 복음주의 상황 안에 한국 교회가 풀어
가야 할 과제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제들을 가지고 세계 교회와 협력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과 이를 돕는 한
국 로잔 운동의 미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22) Brian Stanley, The Global Diffusion of Evangelicalism: The Age of Billy Graham and
John Stott (A History of Evangelicalism: People, Movements and Ideas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IVP 2013, 2018
23) Ralph Winter는 74로잔 대회에서 The New Macedonia , A Revolutionary New Era in
Mission Begins라는 발제를 했는데, 이 발제로 인해 세계 교회는 선교를 지리적 개념에서
문화적 개념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는 미전도종족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
어 내게 되었다.
24) 기존의 물량중심의 선교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비서구 교회는 이제까지 선교
를 주도했던 서구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경적 원리가 아니다
25) 윌리엄 케리 시대 이후 시작된 서구선교패러다임은 선교단체 중심, 전임선교사
(missionary) 중심의 선교운동이었다. 이제는 교회 풀뿌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인(missioner)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26)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모델이다. 비서구선교운동은 서구의 패권적 선교운동에서
성육신적 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27) Doing Mission에서 Being Missional 바꿔야 한다.
28) 미셔널 처치(Missional Church)운동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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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예멘 난민 문제'가 한국교회에 던진 것은?
김기학_인터서브

제주에 찾아온 예멘 난민
2018년 5월 전후로 제주도 난민의 갑작스런 유입이 한국 사회
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수 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 백 만명이 집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 200만
명이 넘는 예멘 인들이 난민으로 방황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5월말까지 말레시아를 통해 입국
한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혼란을 일으키
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들어온 549명1) 외에도 이미 육지로 들어
와 여기 저기 흩어져 일하면서 살고 있는 예멘인들이 450여명 된
다. 일부 임산부등 환자나 귀국한 인원을 제외한 486명이 제주
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만 머물도
록 제한되어 있다. 제주도 출입국 외국인신청은 인도적 차원에서
취업을 지원하고 생계를 돕고 있다. 6월 1일자로 예멘인들의 제
주도 무비자 입국이 정부에 의해 불허됨으로 더 이상의 예멘 난
민 입국은 없다.

예멘 난민이 한국 사회에 던진 난민 문제
미국의 신학자 '라이홀트 니버(Reinhold Niebuhr)'가 쓴 책 ‘도
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 Immoral Society)'이 최
근 난민문제를 다루면서 모 방송에서 소개되었다. 인간은 개인적
으로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타성’을 가장 이상적인
가치로 여긴다. 반면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 크면 클수록 ‘이기적’
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즉, 가장 큰 집단은 국가인데 그 국
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자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지
키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으로부터 이 가치에 대
한 도전이 있을 때 ‘이기적’ 성향으로 바뀌어 비도덕성을 추구하
게 된다. 국가는 결코 이타적이 될 수 없고 비도덕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이 최근 한국사회의 핫 이슈인 ‘예멘 난민문제’에서도
잘 들어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삶의 터전이 난민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집단의 가치를 지키고자 청와대에 청
원하여 50만명이 넘어섰다. 난민수용 반대집회를 열기도 한다.
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
인과 인권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이와 같이 서로 조화되지 않
는 ‘도덕적 딜레마’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26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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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 소식에 빈방을 선뜻 내놓은 한국 가정도 있고,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에 7,8명의 예멘 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한 미국
인도 있었다. 150명까지 수용했던 호텔 주인은 방값을 반으로 감
해 주기도 하고, 2명 들어가는 방에 5명씩 들어가 생활하도록 허
용하는가 하면, 입에 맞는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으라며 저녁 9
시 이후에 식당을 통째로 내주는 식당 주인도 있었다.
반면, 언어와 외모가 다르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난민수용에 불안감을 느끼고 이슬람종교에 대한 혐오감까
지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 초기에는 난민을 돕는다는 선한 마
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막상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는 문화적 가치적 차이로 갈등이 심해져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
음까지 잃게 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예멘 난민들은 무슬림
들이다. 이슬람은 21C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근대적인 문화적 옷
을 입고 있다. 무슬림들이 많은 곳에 문화적, 종교적 갈등현상이
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진통
다문화 사회는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가 하나의 제도권 안
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인데, UN은 외국인의 비율
이 5% 이상일 때 다문화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사
는 외국인이 24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참고로 하면,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
할 수 가 없다. 싫던 좋던 준비해야 한다. 이번 예멘 난민수용 문
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현상은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는 사
회적 진통이다. 유럽과 미주국가들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이주국
가로 정착한 사회와 달리, 단일문화권인 한국은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이주민을 맞이했다. 타문화권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익숙하
지 못하다. 이제 한국사회는 민족과 혈연과 문화를 초월하여 모
든 인간은 평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인류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우리 앞에 온 다문화 사
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멘 난민이 한국교회에 던져준 것은?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각각의 집단은 그 집단의
가치 추구를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민주사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NGO나 인권단체는 각 단체가 추
구하는 가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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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해야할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
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22:34-40)’라는 계명을 주셨다. 이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
라 ‘정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깨우쳐 주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
라!’ 교회가 가장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
내신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행
위가 문화를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타문화 선교이
다. 나가지 않아도 우리 땅에서 문화를 초월해 복음을 전할 수 있
는 기회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다가 왔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
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실현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다른 집단의 난민에 대한 생각과 대
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드러내야
한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가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가 드러날 때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나
고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된다. 거기에 한국 사회와 민주주
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을 때에도 그렇다. 그 위협 요소를 막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교회는 그 일을 국가가 잘하도록 도와주
되,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즉, 사랑과 은혜, 복음의 가치를 손상시
켜서는 안 된다. 이 가치를 잃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
닌 것이 된다.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표현하고 있는 난민과 특정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 및 태도와 행동들이 이러한 교회됨의 가치를 손상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난민유입과 이슬람의 확장
보다 더 두려운 것은 교회가 교회됨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상실
하게 되는 것이다. 제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게 되지 않을까 더 염려가 된다.
선교해야 한다며 ‘땅 끝으로’ 나가라고 외쳤는데 어느 때 부터
인가 ‘그 땅 끝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난민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다. 어쩌면 이슬람 선교 열매 추수를 10년
을 앞당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슈 3

멘토링(Mentoring)으로 일어나는 다음세대 선교사들과 교회들
박준범_엠브릿지 대표

1)

요1:35-51절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의 제자
들을 구성하실 때 일어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예수
가 다섯 명의 제자 혹은 멘티들(mentees) 그룹을 초기에 구성한 이
야기이다. 그 다섯 명은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
나엘이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the Mission
of Christ)에 있어 요단강에서의 세례 받은 이후의 첫 장면이다.
두 제자가 그(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
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where are you staying?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Come and
you will see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
하니라. (요1:37-39)
둘째 날의 장면이 이어진다. 갈릴리로 나가는 길에서 빌립을

1) 2018년 6월 30일 선교자원 멘토링을 주 목적으로 창립된 “엠 브릿지” 포럼에
서 발표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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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나를 따르라 follow me 고 제자를 초대하신다. 빌립은 나
다나엘을 부르고,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향해 나다나엘
은 놀란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How do you know me?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I saw you“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
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1:48-51)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 속엔 하나의 목마름, 갈망이 있었다. 그
들의 깊은 갈망이 예수님을 쫓도록 만들었다. 멘토링은 우리의 필
요들, 갈망들을 갖은 우리들이 만남 안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다.
멘토링은 한 사람(멘토)이 다른 사람(멘티)을 하나님이 주신 자원
들을 나눔으로써 능력을 부여하는 관계적 경험이다. 하나님의 관
점과 자원을 발견할 필요를 가진 멘티가 멘토와 함께 연결되어 배
우고 성장해 가는 관계적 과정이다.
예수님은 뒤돌아 두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보이는 질문을 던지
신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갈망과 목적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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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 있는 두 제자를 돕는 깊은 질문(deep questioning)이
되었다. 멘토링 관계 안에서 이런 질문들은 멘티들이 자신을 잘
반추해 가도록 촉진한다. 효과적인 멘토는 좋은 질문을 하는 기
술을 배운 사람이다.

보내며 깊고 좋은 질문들을 통해 멘토링하는 일들이 거의 메말라
있기에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목적과 의도 안
에서 서로 대화와 관계적 과정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길
러지지 않는 것이다.

이 첫 두 제자들은 그날 나머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
다. 관계는 멘토링의 필수적인 상황과 환경이다. 멘토링이 대단
히 관계적이며 매우 비공식적인이여서 대단히 강력하다. 예수님
의 멘토링 그룹에서는 많은 봄(seeing)이 등장한다. 예수는 투명한
멘토이셨다. 그는 말하시기를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고 자신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셨다. 빌립은 이 말을 나다나엘
에게 다시 전달한다. 멘토링은 우리의 삶을 열어 배우는 것이고,
멘티(따르는 자)가 멘토로부터 배우거나 멘토와 함께 배우는 것
이다. 멘토링은 돕는 멘토와 따르는 멘티가 함께 신뢰를 갖고, 또
한 함께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당신이 만약 지역교회의 부목사로 일
하고 있다면, 당신이 최근 당신의 담임 목사와 커피를 함께 나누
며 약 한 시간 길이의 깊은 대화를 나눠 본적이 있는가?” “만약 있
다면 그것은 언제 있었는가?” 우리의 교회들과 선교계에서는 선
교사 양성이든 기독교 사역자 양육을 위해서든 진정 우리는 멘토
링을 해 왔는가? 현재 나 자신을 멘토링해 주는 멘토를 나는 갖고
있는가? 혹은 나는 지금 멘토링으로 돕는 나의 멘티가 몇 명이나
있는가? 그것이 집중되고 목적 있는 의도 안에서 시간을 들이고
관계를 발전시켜 진행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사람
을 양육하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우리는 상하좌우 상황에서 단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기능적인 일과 업무 등에 충실히
사명(?)을 감당해 주실 독촉하며 가는 일-관계(work-relationship)
만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우리는 변혁이 필요하다.

멘토링은 사람들을 가치 있게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다. (1:48) I saw you before you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1:50)You shall see greater things 라고 그를 더 깊
고 크게 보셨다. 멘토링은 우리가 멘티들을 보고자 하는(to see) 의
지이고 멘티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멘티들의 삶에 저장
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엇을 보는 것이다. 그럼, 멘토링의 관계
는 어떻게 누가 시작하는가? 멘토링은 필요를 지닌 멘티가 멘토
를 찾거나, 혹은 멘토가 먼저 멘티에게 제안해 멘토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서로 상황적이고 또한 매료와 끌림에
서 상호적이다.
Hankins박사는 멘토링을 이렇게 묘사한다. “멘토링은 멘토
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향해 여행으로 걸어가는 관계적 과정(a
God-directed relational process of journeying with a mentor)이다. 그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를 따르는 자로서 성장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살아내는 것이다.” 특히 예수님
은 그의 선교적 사명을 위탁할 사람들을 관계적 멘토링에서 부르
시고 돕고 지지하고 그들의 성장과 실패들을 다루시며 최종적으
로 그들을 전적으로 신임하여 지상의 남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임
하셨다. 우리는 이를 다른 표현으로 제자도(discipleship)이라고 흔
히 이해한다. 제자도의 핵심적인 다이나믹은 멘토링이었다.

이에, 우리는 선교 영역에서 미래의 일어나는 선교 헌신자들
과 선교 리더들의 성장 로드맵에 따라 선교멘토링(mission mentoring)을 수행할 비전과 미션, 목적을 갖고 선교단체 엠브릿지
(M.Bridge2)) 를 설립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다. 엠브릿지는
선교헌신자들의 통합적인 자질 형성과 균형 있는 선교준비에 필
요한 멘토링 사역을 통해 건강한 선교사들을 배양하는 멘토링 사
역을 한다. 더불어 지역교회들의 선교리더십 및 선교사역을 컨
설팅하고 해외 선교사 침과 선교사역을 컨설팅하는 기관으로 사
역을 한다. 헌신자들의 성품(character), 영성(spirituality), 리더십
(leadership), 사명과 전문성(vocational), 그리고 세계상황과 문화
등을 이해할 글로벌(global)영역 등 5개 영역들을 다루며 멘토링
한다.
이를 위해, 엠브릿지는 멘티들을 멘토에 연결시키는 멘토-멘티
커넥션(mentee connection)을 주요 사역방식으로 진행한다. 우리
의 비전은 수많은 다음 세대 선교 헌신자들과 기독교 리더들이 멘
토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아름다운 하
나님의 선교에 일어남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 선교의 남은 경주를 선교단체로서, 교단 선
교부로서,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로서 어떻게 수행해 갈 것인가를
선교계와 교계의 리더들간에 서로 위중한 질문들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길을 물으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위기론도
전달된다. 결국 사람이 문제고 숙제라는 인식은 모두 공감한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일어나는 다음 세대를 보았고 보아온다
(seeing emerging adults). 그들을 보며(seeing)그들의 가치를 보고
있다(seeing their values).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서 하나님의 선교를 짊어질 다음 세대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
다! 수많은 청년과 다음세대들이 고민과 필요들을 갖고 우리를 스
쳐 지나가고 있으나 그들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들과 앉아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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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엠브릿지(M.Bridge)는 2018년 2월 14일 선교멘토링을 위한 선교단체로 시작되
었다. 단체 미션(mission)은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 받은 헌신자들이 성장과 준비의 여
정에서 건강하고 통합적인 선교자원으로 서도록 멘토링으로 돕는 것이다. 또한 선교
컨설팅을 통해 지역교회들의 선교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해외 선교사역 및
팀을 위해 멘토링, 컨설팅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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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리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소유의 신학
권순익_M쌀롱

들어가며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돈을 벌려면 시대흐름을 쫓아
가라!',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나는 그것을 지금 원한다!'
속이 시원한 표현 아닌가? 게다가 자본주의는 더욱 매력적인 얼
굴로 끊임없이 지금 '당장' 소비하고, 돈을 쓰라고 유혹한다. 여기
에 온갖 전략과 어마어마한 자금이 동원된다. 그럼에도 더 나아지
는 삶은커녕 형벌 같은 가난만 마주하게 된다. 이상하지 않은가?
게다가 바로 건너편엔 지독한 특권에 취해 모든 독점과 악습을 누
리는 삶이 연일 뉴스마다 넘친다.

회균등의 원칙은 기반이 약화된다. 그런데 진정 이것이 우리가 바
라는 사회일까? 가난이 심각한 문제인 진짜 이유는 가난이 풀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들을 양산할 뿐 아니라, 답하기 어려운 윤리적
질문까지 촉발하기 때문이다. 그 지점에서 가난은 '그들'의 문제
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집단이 새로운 권
력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 책임의 영역
으로 한정지어 '가난' '돈' '직장'등의 문제만을 보게 한다.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한다. 슬프게도 구조악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잠언30:8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는 변화하는 상황가운데 변함없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물질과 소유가 '선교적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에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현실 앞에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지 고심하게 된다. 여가 없는 사람을 노예라 여겼
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대로라면, 노동시간 외에 거의 틈이 없
는 상태가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 존재들은 '노예'의 범주에 들어
가는 것 아닌가?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그리
고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계속 견디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
없이 던져야한다. 무엇보다 이것을 '미지'라고 해도 좋고 '무지'라
고 해도 좋다. 일단은 '모름'을 인정하고 투명한 '앎'의 세계를 향
해 뚜벅뚜벅 걸어가 보자.

돈! 가난!
돈은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미디어'
며, 개인과 세계를 묶어주는 '사회 시스템'이다. 근대사회 이후 그
작동의 범위가 급격하게 넓어지면서 돈의 힘이 점점 막강해졌다.
우리는 그 무형의 기호를 통해 유형의 물질을 획득할 수 있다. 돈
이 있으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조차 내 뜻대로 움
직이게 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굴복시킬 수도 있다. 돈은 외부 세
계에 있는 객관적인 제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마음과 존재에 심
층적으로 얽혀있는 에너지다. 소수의 특권층이 부와 권력을 독식
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고난에 허덕이는
사회는 건전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공정
함이라는 상식은 짓밟히고, 사회적 연대감은 서서히 희석되며, 기

가난하게도 마옵시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책은 '기독교를 잊어가는'(post-Christian) 현대 세계에서 치
열한 성경신학적 접근과 풍부한 선교적 상상력으로 다양한 길을
모색해 준다. "서구인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자. 1980-1990년
초반의 소비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국인들은 해마다 꽃을 꺾
고 다듬는 데 개신교에서 지출하는 해외 선교비의 2배를 지출했
다. 여성용 양말을 사는 데 해외 선교비의 2배, 비디오 게임에는
1.5배, 핀볼 게임기에 1.5배를 지출했다. 잔디관리에 선교비보다
약간 더 많은 비용을 썼는가 하면, 애완동물에는 약5배, 피부관리
에 1.5배, 껌을 사는 데 약1.5배, 수영장에 가고 장신구를 사는 데
약 3배, 사탕을 사는 데 약 7배, 다이어트와 관련 상품구입에 17배,
스포츠 활동에 20배, 생수를 사는 데 약 26배, 법이 허용하는 도
박을 즐기는 데 자그마치 140배를 지출했다(Ronsvalle&Ronsvalle
1992:53-54)." "1995년 한해만 보더라도, 여기에 열거한 상품 및
그와 유사한 상품들이 필수품인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지
출한 광고비가 무려 423조5천억 원에 이르렀다. 미국의 그리스도
인들이 1984-1989에 걸쳐 교회건축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17조2
천7백억 원이었다.(R. Sider 1997:21,89)" "수터는 이를 꼬집어 이
렇게 말한다. “문제는 제3세계의 노동력과 자원이 그 세계 사람
들의 기본건강을 지키기보다 미국의 고양이와 개를 살찌게 하는
데 더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너무도 어이없고 비참한 현실이
다"(Suter 1989:649)
"모세오경은 부의 선함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재물로, 특별
히 가나안 땅과 거기에 있는 풍부한 소산으로 복을 주시려는 하나
님의 바람을 보여준 것이다. 그 땅과 그 소산의 복을 받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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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성은 이제 그 복을 통해 열방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베풀 수
있다. 그러나 재물과 관련해 율법이 주로 말하는 것은 재산의 사
용과 축적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곧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모든 사람이 만물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하
나님의 바람임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신구약 중간기의 양상은 재산 소유의 불평등성을 더욱 악화
시킨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이스라엘이 경제와 관련하여 저지른
죄는 결코 우상숭배 하는것과 무관하지 않다. 금전과 관련한 이기
심은 거짓신을 섬기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혜서와 시가서는 부는 신실함과 근면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사악한 부와 부정하게 얻은 소득을 경고하는 내용
이 함께 들어있다. 특히 욥기와 전도서는 이생에서도 어떤 일관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인간의 주장이 그릇된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성경은 물질의 부가 영혼의 순종이나 근면에 대한 보상으
로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아가 성경은 결코 가난을 선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회
가 가진 것을 더 공평하게 나누기를 강력히 원하신다. 예수는 하
나님과 맘몬을 결코 함께 섬길 수 없는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돈을 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나
라에도 현저한 재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비를
베푸는 것에 그 중심을 둔다.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의 사역을 위
해 스스로 그 소득을 제한했다."

시하는 신학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내용이다. 책 서문에서 "부자
가 부자를 향해 쓴 글이다"고 말하는데, 재산의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회-엘리트에 속한다는 관찰결과를 말하는 것이
다. 우리는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여러 면에서 이미 부한 자들이다.
성경이라는 유산이 더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어 이 젊은 세대
가 슬기롭게 그리고 이웃을 위해 더 많은 유 무형의 재물을 사용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여전히 '노동'하며 사는데 '노동'을
모른다. '제자'라 하지만 '제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시'에 살
면서 '도시'를 모른다. '빈곤'하면서 '빈곤'을 모르고 있으며, '자본
주의'에 시대에 살면서 '자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선
교'한다 하지만 '선교가'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듯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불변하는 선교를 어떻게 행하느
냐의 문제는 지난한 과정가운데 끊임없는 창의적 대화가 요구되
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선교적 상상력'이 흘러야 하는 것이다. 오
늘날의 선교신학은 대화적 예언, 즉 보쉬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
담대한 겸손", 다시 말해 분명한 진리(예언)를 대화(겸손)라는 단
어가 가진 입체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21세기의 선교신학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상력을 결여한 해답은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때로는 독선이 되기도 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정치
적 상상력의 빈곤, 경제적 상상력의 빈곤, 종교적, 학문적, 선교적
상상력의 빈곤에 처해있다 할 것이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후
하고 지혜로운 심정을 갖게 하사 저 부를 더 많이 베풀게 하소서"
우리에겐 여전히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것도 지금 당장!

몇 가지 질문들
직장에서 엄청난 양의 재활용품을 버린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음식을 낭비한
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공적영역에서 좌
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할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
히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꺼이 도우려 하는가? 그가 그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를 기꺼이 도우려 하는
가? 동성애에 관한 디즈니사의 입장 때문에 디즈니 제품 불매 운
동을 펼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이키 제품 불매 운동은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니겠는가? 온 세계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
도록 자기 기업의 이윤추구를 절제하는 일에 조직 내에서 더 발
벗고 나설 준비가 되어있는가?

나가며
이 책은 문화 속에서 성경 내러티브를 읽어내고 소통하며 통
섭한 흔적이 쌓여있다. 나아가 부와 가난의 신학이라는 하나의 영
역으로 통합하려는 끙끙댐이 묻어있다. 다원주의 사회(선교적 상
황)속에서 공공의 가치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생각의 좌표를 제공하며, 신구약 성
경전체를 꼼꼼히 살펴가면서 재물 및 소유와 관련하여 성경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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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크레이그 블롬버스 저, 박규태 역, IVP,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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