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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과 헌신, 그리고 선교 축제의 장으로 알려진 선교한국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학생들이 자신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찾기 위해 전세계에서 모여 

들게 됩니다.

다양한 언어，민속과 문화 속에서 함께 웃으며, 찬양하며，기도하며，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강사들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는 동안 

바로 당신과 연관되어있는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세계 복음화의 견인차ᅳ 한국의 청년 학생들! 세계격으로 일어나고 있는 제2의 

학생자원 선교운동의 핵으로 선교한국 ’96은 “세계복음화는 우리 세대에 우리의 손으 

로！” 이루겠다는 빅찬 감격과 결단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선별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 간/ 1996년 8월 5일(월)- 10일(퇴 

강 사/ Stuart Briscoe, George Verwer, David Biyant, Viv Grigg, 

조종남, 김순곤, 옥한홈, 홍성철, 하용조, 임종표, 한정국,

송인규, 이신철, 김진경，김성준, 윤수길, 주누가 등 

국내외 선교지도자 및 선교사 120여 명 

장 쇠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 근린 학사 

참가대상/ 각 교회와선교단체에서 선발된 6,000명(외국인 및 교포 600 

명, 운영요원 400명, 강사 120명)

참 가 비/ 예엔  12만 원 입금 후 등록카드와 목회자 추천서를 선교한국 

으로 등록(회원단체는 단체를 통하여 등록)

문 의/ Tel. 55̂ -2713

주최: 선교한국 ’96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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꽌시 (關係)

이동화

^  -아  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꽌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이다. 관시가 좋으면 안될 일도

되고 관시가 좋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생긴 말이다. 하다 못해 열차표 하나 사는 일조차 관시를 동원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상사 주재원에서부터 외교관이나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보다 영향력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중국 사역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이같은 노력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한국 사람들간의 관계 계발에는 너무 등한히 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한국 사람을 가까이 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말하는 이까지 있다. 그 결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상호 

비방, 과다 경쟁, 흑색 선전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이것 또한 중국 사역자들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동료 의식, 곧 동역자 의식의 부재와 교제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펠로우쉽(Fellowship)’이란 영어 단어는 흔히 
‘교제’의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본래 의미는 ‘동역자 의식’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동역자 의식은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교제에서 싹트며，또한 그러한 교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라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우리가 자유로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제의 물꼬를 터가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는 없을 것이며，그럴 때 중국 교회와 중국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동화/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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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 대륙율 휩쓰는 기독교 열풍 

14 천주교회의 실상 토니 램버트 
20 소수민목의 다수증교• 라마교와 회교

김한성 
27 미신 열풍 강성광 
32 변화 속에 일고 있는 증교의 새물결

펑야오(彭耀)

선 교  나 침 반

4 인터뷰 중국 교회, 한국 교회와 바콘 협력 

율 바랍니다. 권수영
38 중국 교회 체험기 다시 찾은 중국，

다시 만난 양때들 메이쩡즈(梅增知)

42 미전도종족 증국 미전도종족 입양 및 

협력 사역 위쥐엔루이(余 瑞 )

47 중국 교회 현주소

하나님율 믿지 않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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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대륙성도의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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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현지에서 온 소식

선교 백년의 신앙율 이어온 묘폭 주애화

인 물  역 사

68 중국선교의 발자취 

나의 위치 방지일 
70 중국선교사의 간증(11)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74 인물연구(5)
중화민국 조선선교사 자녀학교 교사 

조소임 김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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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중국의 省(4) 장강  유역의  경제개발  중심지 

호북성 •  호남성 •  강서성 

82 중국문화 중국  여성들에개  사랑받는  웃

치파오(旗包) 장충광{張壊方)

86 중국영화 감상
예정만서K愛情萬歲} 조일래

세 계 선 교

자 료 실

104 상하이시 종교 조례법

1 발행인 칼럼 
관시(關係) 이동화 

50 중국 교회 소식 
53 시사만평 
85 묵상의 샘

영혼율 사랑하는 마몸이 항상 있도록

88 선교중국어 {病월過幾遍聖經?

(성경율 몇 번 읽어 보셨습니까) 차이나
89 중국어로 찬양을

與神和好 (예수 안에서)
90 선교 다이제스트 

최찬영 이야기

91 신간도서
『중국인의 가치관』외 2권

Q7 ■으 지 그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102 선교단신

별책부록

‘중국율 주께로’ 기도 켈린더

표지 설명
현재 중국은 종교의 백화제방이라 할만큼 각양각색의 
종교들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남부 푸지 엔(福建)성 의 어부들이 자신이 좋아하 
는 물고기 모양의 제등을 만들어 풍어를 기원하는 행 
사를 벌이고 있다. 푸지엔성은 해안을 따라 발전한 상 
업，어업항이기 때문에 현세에서의 복올 기원하는 마 
옴이 종교적 열심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곳을 ‘중국 
종교의 본산지’라 부르기도 한다.

92 세계선교 동향
TARGET 4000 복음음반선교회

중국올 주께로 3



중국  교회，한국 교회와  바른 협력을  U ᅡ랍니다

베이징 기독교협회 부주석 칸쉬에칭(闕學卿) 목사

베이징 숭문문(崇文n 교회 원로목사이며 베이징 

기독교협회 발전주석인 칸쉬에칭(闕學獅 목사 
(75세)가，95년 12월22일 세계선교문호f원(원장 임 

성기 목새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20여 개 교회 

를 순회하며 찬양과 간증 집회를 인도하였다 
그는 이번 방한을 통해 여러 한국 교회에게 중 

국 교회의 상황과 필요를 알리고 효과적인 중국 
선교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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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한 

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향한 선교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중국 교회의 실상 

을 알려 양국 교회의 올바른 협력을 모색하고 

자 방한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첫 인상은 어떠섰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공헌은 무척 큡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발 

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여기 와서 보니 한국의 발전이 무척 놀라 

운데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룩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고난을 거치면서 가능하게 된 것 

이라 생각합니다. 중국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중국 사회와 민족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말고 개신 사역은 어면 것입니

까?

베이 징기독교협회 부주석과 숭문문교회 원로 

목사를 맡고 있는데，저의 주요 역할은 중국 

교회와 해외 교회와의 효과적인 연결을 도모 

하여 중국 교회 발전에 있어 이상적인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목사로서 
베이징 각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하고, 대부분 

승문문교회에서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신

도들을 심방하고 신앙교육을 하는 등 목양사 

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사님깨서 최초로 공식 교회 내에 조선족 예 

m 설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h■경율 

설명*！주십시오•

해방(19«년 공산화) 전에 베이징에서 조선족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해방 후 중단되었 

고,조선족자치구지역의 교회 또한북한정부 

에 의해 몰수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족인 장 목 

사라는 분이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였 

는데, 1958년에 그가 한국으로 가면서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후 80년대까지 한번도 조 

선족 예배는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1986년에 저는 랴오낭(遼寧)성에서 온 한 

경건한 조선족이 가정에서 이웃 몇 명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가 

정집회가 정부에 의해 들켜 베이징에서 쫓겨 

나지 않을까 걱정되어 그들에게 권유하여 숭 
문문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년 후 제가 백두산에서 기도를 드릴 때 주 

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길，조선족 예배를 설 

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선 

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에게 억 
지로라도 이 임무를 맡으라고 명하셨던 것입 

니다.
얼마 후 조선족 자치구에서 잠시 생활한 적 

이 있었는데, 언어소통의 불편함, 음식의 어려 

움 둥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소수민족의 삶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돌아 
온 후 조선족 예배 설립에 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선어를 못하므로 마침 랴 

오닝성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교육하여 신학 

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이 

사역에 협력하였습니다.

2년 후 한 형제가 세례를 받고 다시 5년을 

공부하여 지금 숭문문교회의 조선족 예배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0명 정도 모이 

던 것이 지금은 500~600명이 모이는 예배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중

감학경 목사 약력
1921년 8월 13일 북경의 3대째 감리교 

집안에서 출생 
1948년〜1952년 화북(華北)감리공회 

북경신학원 졸업 
1953년~1956년 연경협화신학원연구과 

수료
1956년〜 현재 북경교회 목사 임직 
1986년 조선어 예배 창립 
1989년~ 1993년 북경기독교협회 총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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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최초로 조선족 예배를 세우게 된 것입 

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희망은 장차 조선족 
단독의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족 교회가 조선족 교회 

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국 성도플의 영성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 

국 교인들의 신앙 스타일과는 다른 면이 많율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에개 가장 강조 

하는 신앙 E«도는 무엇입니까?
중국 교회의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 

통 교회의 기초로서 서방에서 전해온 기독교 

이표 다른 하나는 중국의 토착적인 복음파<복 

음주의)입니다. 기독교대학생연합회，왕밍따 

오(王明道)의 집회소 등이 그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중국 교회는 문화대혁명이라는 십여 

년 간의 박해를 거쳐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지 

금 모든 중국의 기독교는 복음파라 할 수 있습 

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 

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안과 격려，보호를 받고 

자신의 신앙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은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 

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계 

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에서는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 

안에 한 마디의 성경말씀만 있으면 성도들이 

모두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 

다. 신도들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 

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 

신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고 있는 기독교 열기는 해외 

기독교인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중국 교회 

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기독교열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열기가 아니라

비로소 시작입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회가 

지금 부흥，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틀에 3개 꼴로 교회가 세워지고> 베이징만 

해도 1년에 세례받는 신도의 수가 1천 명이 

넘습니다.

중국 사회에는 소위 ‘문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경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고̂ 출판한 책도 우 

리가출판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교 
회에 참석하지 않는 문화 기독교인을 포함하 

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지금 ‘성경열(聖經했)’ 현 

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간하는 

성경은 한 권당 10원도 안되는 데 비해, 일반 

사회 종교기관에서 편찬하는 성경은 60원 내 

지 80원이나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해 읽으려고 난리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 

히 ‘성경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둥폭하지 않은 교회*  소위 지하교회 

또는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목사 

님의 견*»  吾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잘 알지 못하고 ‘지하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집회란 군중성을 띤 활동이 

어서 정확한 날짜, 시간에 예배드리게 되므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지하교회’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도 두 종류가 있습니 

다. 하나는 삼자교회와 왕래가 있는 교회로서, 

삼자 목사들의 세례와 성찬을 받아들이고 신 

도 중에는 주일에 삼자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정예배로 모이 

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참석합니다.

다른 하나는 삼자교회와 관계갖기를 원치 

않는 독립적인 집회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또 

한 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자 

교회는 중국인이 스스로 자기의 교회를 이끌 
어 가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불법 교회라 말할 수 있는, 
해외 교회와 연결되는 소수의 가정교회가 있 

는데, 우리는 이러한 교회들이 해외 교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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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명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가정교회들은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없 

다는 사실을 해외 교회가 분명하게 이해했으 
면 합니^ •

현재 중국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부 

해외 교회나 선교단* I들이 성경과 기독교 서 

적을 밀반입하고 지도자 훈련 둥울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목사님은 어떻개 생각하십니까?
중국 사회는 특수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해 
외 교회의 관심과 선교사들의 방법은 현재 중 

국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는 스 
스로의 성경 인쇄소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 
지 인쇄된 성경이 이미 1천만 권을 넘어섰고> 

매년 2백만 권의 성경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성경부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경을 인쇄하여 판 

매하는 것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더 수 
월합니^ •

해외에서 성경을 밀반입하는 것은 교회 입 
장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해외 교회의 
국내 선교활동을 금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 
장에서 볼 때는 불법입니다. 지금 해외 교회들 
이 여러 방법으로 몰래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데，이것은 별로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 
니다. 중국 정부는 이 일을 매우 중시하여 ‘해 
외종교 침투’라고까지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효과적인 중국선교는 어떤 방법 

으로 이무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중국 교회는 과거 제국주의 선교활동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자치, 자양, 자전이라는 삼 
자원칙을 고수하는데，그 목적은 중국인 스스 
로 중국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만 
약 중국 교회의 발전에 관심이 있고 중국 자체 
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는 해외 교회들 
이 중국 교회를 통한다면 정부로부터 쌍방의 

합의와 동의를 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 
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 교회가 방법을 바꾸었으 
면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해외 교회

가 중국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중국에서의 선교사역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 
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는 교회가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 
을 확실히 해내길 요구합니다. 해외 교회도 중 
국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하면 중국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자연스럽 

게 복음전파의 기초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었 
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내 엔 오래 전부 
터 의료시설, 학교, 사회교육 등 사회봉사의 훌 

륭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일 
들을 해낸다면 자연히 기독교가 사회에 대한 
공헌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고 복음전파의 
기회와 조건이 마련되어질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교회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짓는 것에 역시 동의합니다. 교 
육사업이나 경제무역 교류에 도움이 될만한 
것도 권장합니다. 제가보니 한국의 여러 대기 
업의 사장 등이 교회의 장로나 집사더군요 만 
약 그들이 베이징에 상기한 시설물들을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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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운 것 
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의 간증이 될 수 있겠죠■ “ 다른사 
람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는 말 
씀, 이것이 나의 경험으로볼때 가 
장 좋은 전도방법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좋다’라는 식의 전도 
는 중국에서 거절받기 쉽상입니 
다.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 01 
711 바라고 싶은 점율 말씀해주십

시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는 세 
계 적으로 유명 한 것이 고 하나님 께 
서 기뻐 받으실만하기 때문입니 

다. 한국 사회 발전과 국가의 강성, 

민족의식의 고양 모두 기독교 발 

전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라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중국선교의 뜨거 
운 열정을 저도 주 잘 알고 있고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바라기는 한국 교계의 지 

도자와 평신도들이 함께，효과적 
으로 중국선교에 임할 수 있는 방 

법과 전략을 연구해 나갔으면 합 
니다. 또 중국정부로 하여금 선교 
활동에 대해 동의할 뿐 아니라 적 
극적 으로 지 지 하도록 하여 중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주 
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양국 교회 

간의 협력과 발전이 이루어지기롤 
기도합니다.

취재•정리/  권수영 본지 편집기자

중국 侧  숭문문교회

1 회 배경 및 역사
1938년도 미국 감리교회 할라(Hala)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고. 1945년까지는 모든 1 회 
재정, 운영. 집행을 미국 감리교 총본부 방침에 맡겨서 교세를 확장하여 오다가 1945년 
이후부터는 중국인 중심의 운영으로 빼 었 다 .

칸쉬에칭 목사(현재 원로 목사)가 운영하여 오던 중 1966년부터 1979년 酬  문화대혁명 
으로 교회가 폐쇄되었다.1972년부터 중국파 미국과의 국교가 수립되면서, 중국 정부에서 
칸 목사에게 외국인 예배를 숭문문;1회에서 보라는 지시에 따라. 그때 주중 미국 대사로 
있었던 부시(Bush) 대사 내외와 함께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려왔다. 미침내 1979년부터 
중국인 예배가 허락되었다.

1986년 칸 목사가 기도중 조선족 교회를 설립하라는 계시를 받고 처음으로 조선족 예배를 
별도로 드릴 수 있게 주선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교회 조직

중국 정부의 방침에 m 교회 내부조직은 확정할 수 없고, 다만 교회 운영상 업무분담이 
있을 뿐이다. 1995년부터 교회 조직을 하자는 여론이 있어 현재 연구 중에 있다(미국형. 
한국형, 이스라엘형). 숭문문교회 목사는6명이며, 베이징에서 정10회(正i 會)로허가된 I  
회는 숭문문고!회 하나 뿐이다. 그외 8개 m 전부 분1 회(分 猶 ) 형태로 존재한다.

교인수와 현재 교회상황
본 1 회 교인 수는 약 4천〜4천 5백명 정도이고 조선족 교인은 약 7백〜8백명(별도예배) 
정도이다. 비공개 교인은 약 3백〜4백명 정도이다.

교회는 고대 건물이며. 약 천 명 정도만 직접 예배 참석이 가능하고, 그외 删 은  지하실. 
옥외. 별실에서 VTR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 예배 형식은 한국 교회와 동일등W  헌금 
순서가 없고. 헌금을 원하는 사람은 입구 헌금함에 자유롭게 헌금한다. 고1회의 예산(교역자 
봉급 및 기타)은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각종 봉사 기구나 부녀회(여전도회 성격)는 
각자 봉사헌금을 모금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교인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른 추세이다.

- 세계선교문화원〈어둠속의 불꽃〉 제공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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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일로， 
중국의 종교열기

개혁개방의 물결을 탄 중국은 지금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간에 사회의 각 분야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그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종교이다.
중국 정부의 종교에 대한 기본입장은 아직도 확고부동하다. 
궁극적으로 사라지든가 제거해버려야 할 대상으로서,
‘4개 현대화’를 위해 아직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의도야 어찌되었든 종교는 중국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중국인들의 심령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Kj/r j뿐，뿐  FT1

중국 대륙을 휩쓰는 기독교 열풍

화이후중국정부는기독교를제 
국주의의 종교이자 미신으로 간 

ᄋ  ■—  주해왔다. 공안당국이 등록되지 
않은 교회를 적발, 신도들과 성직자들을 투옥 
하거나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한다는 소식 
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광저우(廣州)에 있는 유명한 따 마 잔 馬  
站) 교회는 비록 등록하지 않은 불법 가정교 
회이긴 하지만 늘 신도들로 앉을 틈이 없다.

2층 본당은 예배 1시간 전부터 신도들로 메워 
지는데, 예배 시간에 늦은 신도들은 아래층 
을 꽉 메운 채 비디오를 통해 설교를 듣는다.

“공산치하에서 다시 설교하게 되리라곤 상 
상도 못했다.”

따마잔 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강제노동 수 
용소 출신인 린 시 엔 까 오 목 사 의  말 
이다. 1982년 몇십 명에 불과했던 이 교회의 
신도 수도 지금은 1천 5백 명이 넘는다.

그의 신도들이 주로 젊은이들이라는 사실 
은 현재 중국을 휩쓸고 있는 기독교 열기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 열기는 거대한 정신적 
세력으로 변해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배금주의로 인한 도덕적 공 
백을 메워주고 있다. 150년에 걸친 서양선교 
사들의 기독교 선교가 모택동의 인민해방으

로 끝장났던 1949년 당시 중국의 기독교도는 
4백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엔 그 숫 
자가 5천만~7천만으로 추산된다. 그들 중 다 
수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기 시작한80년 
대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7년 전의 천안문 사 
태 이후 종교활동에 대한 탄압이 더 강화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수는 계속 증가 
하고 있다.

탄압에도 블구하고

이러한 기독교의 발전에 대해 중국 당국이 가 
장 우려하는 것은 지하교회의 수백 개 이단교 
파들이다. 이들 교파의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 
만 ‘예수가정’(耶» 쳤庭) 등의 집단은 당국의 
골칫거리이다.

이들은 특히 8억 빈농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다. 농촌지역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원리주의 광신도들에 의 
해 소요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 
는 교파들을 단속한다. 예로부터 산적들이 자 
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산동(山東)성 
의 시골지역에서 활동해오던 예수가정은 
1982년 당국의 단속으로 37명의 신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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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형을 받기도 했다. 1851년〜1864년에 일 
어나 14년 간 맹위를 떨치면서 2천만 명의 목 
숨을 앗아간 대규모 농민반란‘태평천국의 난’ 

을 이끈 홍 수 전 은  스스로를 예수의 
형제라고 믿었다.

쓰촨성 오지 마을인 시창<西昌)에 가보면 
새로 생긴 교회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다. 

외국 선교사들이 그곳에 성공회 교회를 설립 
한 것은 1887년. 마지막 외국인 성직자가 추 
방되던 1952년까지 교회는 계속 운영되었다. 

그 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산정권은 
교회를 강제 폐쇄했다. 첫 번째 폐쇄조치는 
애국적 지도력 아래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이 
었고 두 번째는 문화혁명 기간 중 반동적인 
봉건 이데올로기를 발본색원한다는 것이었 
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 신자들은 신앙을 버리 
지 않았다. 현 개신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인 양선푸(여)는 “우리는 천주교 신도들과 함 
께 옷가게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다”고 말했 
다. 그러는 동안에 그곳의 모든 기독교 성직 
자들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곤욕을 겪었다. 

화교로서 중국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던 양씨 
의 남편은 고문을 받은 후 수감되었다.

따마잔교희 를 방문한 빌 리 그 래 함  목사의 설 교를 
통역하는 린시엔까오 목사.

그러나 문혁 이후 1982년에 와서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완화되었다. 교회는 다시 문을 
열었고 지금 그녀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신도 
수는 날로 늘고 있다. 양씨는 4백 명의 신도 
중에 젊은이들이 특히 많은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겪 
은 박해의 기억으로 상차를 입어 교회에 나오 
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아이들은 기독교도 
가 아니지만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 사이에 개신교도들은 지도자들의 고령 
화라는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된다. 문혁 이후 
교회 활동이 부활되었을 즈음，전 중국의 사

중국에서 기독교는 
개방으로 인한 배금 
주의, 도덕성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공허감울 
채워주는 종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저우 따마잔교회에 
모인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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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목사들의 평균 나이는 70세가 넘었다.

시창에서도 한동안 지도자가 없어 처음엔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운영했지만 현재 
는 사천신학원(四지litP 院)을 졸업한 예비 
목사 타오리핑(여. 28)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 
하고 있다. 이 마을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 
어난 그녀는 농민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증교정책 강화，그러나 ••

최근엔 삼자교회들도 종교적 자율성 확대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 한때 정부의 꼭 
두각시에 불과했던 삼자교회들이 교회 재정, 

인사 문제 등에 더 많은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삼자교회들은 가정교회들과 유대 
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교회가 손아귀에 
서 벗어나는 것을 순순히 두고 볼 수만은 없 
다. ’94년 1월 리핑(李鹏) 총리는 국무원령으 
로 종교에 관한 두 가지 규정을 공포했다. 제 
144호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j  
이라 불리우는 첫 번째 조치는 사실상 외국 
선교사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제 
145호 1■종교활동장소'관리규정j  이라는 두 
번째 조치늘 무허가 교회들이 당국에 등록하 
지 않을 경우 범법행위로 보고 강제 해체토록 
한다는 것이^ •

특히 외국인 선교활동 금지조치는 적용 대 
상이 광범위하다. 선교사들이 전도활동을 하 
거나 교회, 신학교를 세우는 일 등을 할 수 
없다. 즉 중국 정부와 공식적 종교단체를 통 
하지 않는 종교활동과 선교행위는 모두 금지 
된 것이다. 그같은 새로운 규정을 맨 처음 위 
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데니 
스 밸콤(Dennis Balcomb) 이었다.

그는 허난(河南)성에서 대규모로 비밀 예 
배를 주관한 후 다른 외국인 6명, 중국인 신도 
7명과 함께 구금되었다가’94년 2월 추방되었 
다. 홍콩의 부흥교회 (Revival Church) 담임 
목사인 밸콤은, 중국 관리들에 따르면 성경의 
중국 밀반입을 주도했고ᅵ ’89년에도 광동성

남부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밸콤을 비롯, 외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의 영향력 확대를 주시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확산을 저지 
하려는 중국 정부의 강경책은 각지에서 은밀 
히 활동하는 상당 수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 
에는 거 의 무 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예컨 
대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 위치한 윈난대 
학에서는 외국인 학생용 기숙사의 절반 가량 
을 미국인 선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각지에서 영어 교사로 고용된 ‘외국인 전문가’ 

들 중 은밀히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이 절반이 
나 된다고 한 서방 외교관은 추산한다. “그들 
은 먼저 중국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그 
런 다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성경 및 기 
독교 서적을 나눠주기 시작한다.” 윈난대학 
의 선교사들 사이에서 생활했던 한 프랑스 학 
생의 말이다.

두 번째 규제는 공인교회인 삼자교회의 합 
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 
된 것으로> 신고되지 않은 수천 개소의 가정 
교회를 강제로 등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외 
교회나 선교단체들과 협력하는 가정 교회는 
더욱 위험해진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 
지만 재정적, 법적, 지도적 요건이 충족되어 
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요건에 적합하지 않 
는 교회의 지위는 ‘상황에 따라 처리될 것’ 이 
라고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말했 
다. 규정대로 따르지 않는 교회는 폐쇄할 것 
이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꺼지지 않율 * , 기독교

전국적으로 기독교에 철퇴가 가해질 것이라 
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중국 중부의 곡창지대를 
포함한 각지에서 무허가 가정교회에 대한 지 
방 당국의 일제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종교 규제법의 신설로 중국 경찰들은 
기독교인들을 제멋대로 탄압할 수 있게 되었



다.”고 아시아 인권감시단체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안후이(安徽)성과 허난성에서는 경 
찰들이 때때로 ‘노동 재교육’ 명목으로 기독 
교인들을 억류하기도 한다. 재판도 없이 교도 
소에 집어넣고 몇 개월 또는 몇 년씩 중노동 
을 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의 교세 확장 
은 수그러들 줄 모른다. 베이징 교외 노동자 
주거지역의 어느 일요일. 지앙(江) 자매의 먼 
지 쌓인 아파트에 20명의 신도가 모여 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감동으로 북받치는 
울음을 억누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간구한다. 느리 
고 손으로 베껴쓴 성경책을 읽으며 찬송가를 
부른다. 이어 지앙 자매는 새로 신자가 된 여 
섯 명의 10대 청소년들에게 새 성경책을 나눠 
준다. 삼자교회에서 얻은 것들이다.

등록하지 않은 가정교회 신도들은 세 가지 
이유에서 삼자교회를 기피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리상의 문제 때문이다. “그들은 성 
령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지앙 자매의 
주장이다. 둘째, 50년대에 삼자애국교회와의 
연합을 거부했다는 명목으로 장기간 옥살이 
를 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삼자교회를 
어용 내지 이단으로 보고 있다. 셋째, 비록 불 
법이긴 하지만 지하 종교활동이 더 안전하다 
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삼자교회에 등록하면 
언젠가 탄압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자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 
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노 
력이 성공을 거둔지역에서는 신자수가 급증 
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접한 중국 남부 광시 
(廣西)성의 경우 ’80년에 7천 명에 불과하던 
삼자교회 신자 수가 지금은 5만 명을 넘어섰 
다. “공산당원이 당적을 버리고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 교회 목사는 말했다.

베이징의 대학가에 있는 한 개신교회는 매 
주 일요일만 되면 학생 신도들로 만원을 이룬 
다. 삼자교회의 고위 지도자들이 지하 종교활 
동에 대한탄압을완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 
치적 영향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94년 4월,

공개된 삼자교회도 신도들로 붐빈다. 삼자교회의 
대표적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상하이 
목은당교회의 성탄예배.

중국 기독교협회 딩광쉰 주교는，선량한 가정 
교회 신도들을무자비하게 공격한‘편견을 가 
진’ 공산당원들을 엄히 다스리도록 정부에 요 
청했다. 무허가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정기적 
으로 접촉하고 있는 또 다른 책임자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헌법적 보장은 삼자교회 신도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돼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는 우리가 목청을 높여 그들을 지켜줘야 한 
다.” 이들의 주장은 종교 박해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당 지도부의 노선과 맞지 않는 것 이 다. 

장기적으로 중국 기독교가 크게 일어설 것으 
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가정교회들은 점차 양성화되고 있으며 삼 
자교회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종교활동을 
옭아매는 규제조치들도 상당수의 지역에서 
는 유명무실하다. 사회 질서가 붕괴되어 소수 
기독교인에게 불똥튀는 일만 없다면 그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공산 당국으로서는 불 
만이겠지만 정부나 중국 인민 할 것없이 모두， 
오늘날 중국에서의 다른 많은 것들처럼 종교 
도 마침내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다 
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 글은 <Newsv\«ek> (94. 5. 23)에 실 린 「keeping the Faith j  
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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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회의 실상
토니 램버트

공산화와 천주교회

16세기에 중국에 도착한 예수회 선교사들올 
통하여 전래되기 시작한 천주교는 중국에서 
각별히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년에 천주교단은350만 
명의 교인, 13，251명의 신부와 수녀, 2,200개의 
학교와3개의 대학교  ̂216개소의 병원, 2&4개 
의 고아원과 781개의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l)Q iinaandtheQ iurchesI p.39. 신부와 수녀 중^441명은 

외국인이었다.

그러나 공산당 정부는 천주교회를 미제국 
주의와 협력하는 로마 교황청의 스파이로 간 
주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로 
마 교황 역시 무신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와 
는 타협할 의사가 없었다.

1950년 말 정부는 기존의 개신교 삼자애국 
운동위원회 노선에 천주교 삼자애국운동위 
원회를 설립하고 그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사를 찾았으나, 쓰환성의 산간 오지에 
살고 있는 단 한 명의 신부 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주교와 신부, 성도들은 로 
마 교황청에 충성을 표시했으며 천주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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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질서에 힘입어 개신교에 비해 천주교회를 
지배하려는 공산당의 노력에 저항하는 더 일 
치단결한 모습을 보였다. 1951년 공산당은 난 
징과 우한，광저우에 있는 천주교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서양 신부와 수녀들이 중국 고아 
들을 살해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신부 
들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재판에 회부했고 인 
민일보는 교회를 테러조직이라고 비난했다.

19&1년 12월까지 중국에 있던 2,500명의 외 
국인 신부들 가운데 61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되었으며 그들 중 21명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2,700명의 중국인 신부들 중 약4X)명 
은 그들의 성직을 박탈당했고 농촌 지역 대부 
분의 천주교회들은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모 
두 폐쇄되었다.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천주교 
가 운영하던 모든 학교, 대학교，병원들이 정 
부의 손에 넘어갔다.

공산당 정부는 중국 전역에 천주교 개혁위 
원회를 설립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그나티우스 공핀메이 주교의 지도력 아래， 
15만 천주교 신자의 안식처였던 상하이를 중 
심으로 천주교는 정부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 
였다. 1955년 12월 공 주교가 체포되면서 교 
회를 정부에 예속시키는 일은 일단락되었다.

1967년까지 200여 개 지역에서 애국 성향 
을 띤 천주교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그 해 7월 
에 천주교 애국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중국 
의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한다 
고 선언하였다. 1958년 4월에는 새로 설립된 
천주교회가 로마 교황청을 무시하고 우한에 
서 두 명의 주교에게 성직을 수여하였다. 이 
로 인하여 중국 천주교와 로마 교황청 과의 관 
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천주교 교회법에 의하 
면 주교들의 성직 수여에 불법을 행한 자는 
자동적으로 추방되므로 중국의 천주교는 로 
마 교황청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되었다. 로마 
교황청에 충성하는 신실한 천주교 신자들은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천주교 애국회와 
의 협력을 거부하고 지하로 숨어들었다.2)

1950년대 초부터 문화혁명 후까지 수많은 천 
주교 신부와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 
가 감옥에 갇혔다.

천주교회의 부활

개신교의 경우에서처럼,덩샤오핑의 정계복귀 
는 정부의 종교정책에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 
다 주었다.

1979년이 되자 천주교 애국회가 개편되었 
으며，천주교회도 중국 전역에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공식 집계에 의하면 중국에 
는 1969년에 천주교 애국회 산하에서 1,000개 
이상의 성당과 2,300개소의 예배처나 처소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1,100명의 신부와 1,800 

명의 수녀와 견습 수녀，340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다.3)

이러한 통계로 보아 천주교회는 1949년 이 
래 교세가 10분의 1로 감소하였다. 신부의 숫 
자는 1949년 통계에 비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수녀들의 숫자는 3분의 1도 못 된다. 

그러나 교회는 매년 4만 명 이상씩 중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애국회에 등록된 교회 
에 참석하는 교인 수만큼, 또는 그 이상의 천 
주교 신자들이 신실히 지하교회에 출석하므 
로 전체 중국 천주교 신자 수는 800만 명 이상 
에 달한다.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정식 교육을 
받은 천주교 지도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천주 
교회는 분명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부 
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로 나타났다. 7개의 국 
립 신학교와 5개의 교구관리 신학교가 1989 

년까지 다시 문을 열었지만(1949년에는 16개 
의 신학교와 많은 지방 신학교가 있었다), 그 
곳에는 단지 630명의 신학생이 공부하고 있 
었다. 이는 필요로 하는 인원에 비해 그 수가 
훨씬 부족한 것이었다.

천주교 애국회는 1980년 5월에 중국 천주 
교 제3차 전국 총회를 개최하였다. 천주교 애 
국회는 당과 천주교 간의 정치적인 업무를 다 
루었는데, 종교 업무만 전적으로 다루기 위해

2) Laszlo Ladany, the Catholic Church in China, pp.. 17-21 3) Asia Focus, 7 Januar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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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천주교 종교사무국(Catholic Religious 

Affairs)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천주교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삼자애국운 
동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자치기관으로 중국 
기독교협회가 설립되었던 것처럼，아마도 천 
주교 ■애국회가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로부 
터 굉장히 나쁜 평판을 받고 있는 것을 인식 
한데서, 또한 당이 주진하는 정책들이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외형적 
이나마 천주교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동 
기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이 전국 총회에서 
는 ‘천주교 성직자와 신도들에 게 보내는 편지’ 

라는 제목의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종교 
를 빙자하여 기적을 일으키거나 헛소문을 퍼 
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무리들과 반혁명 외 
국 세력에 대하여 맹렬히 비난하였다.4)

천주교 신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움직임으 
로> 중국 정부는 총회가 끝난 후 불과 한 달 
만에 도미니크 탱 주교를 전격적으로 석방했 
다. 그는 2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1980 

년 10월 정부는 몇몇 지역 천주교 신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그를 광저우시 주교로 임명 
하였으며 또한 그의 신병 치료를 위하여 홍콩 
에 다녀오도록 허락했다. 1961년 6월 그가 로 
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 교황은 그에 게 광저 우 
대주교라는 성직을 수여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는 아마도 
탱 주교가 교황의 최고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 
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과 천주교 애국회 
는 그의 대주교 성직 수여를 규탄하는 전국적 
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며，천주교 
애국회에 가입하지 않은 신부들의 자격을 박 
탈했다. 통일전선부의 수뇌부는 천주교 애국 
회가 재천명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으며，또한 5명의 
애국 주교들을 로마 교황청을 무시하고 새로 
이 성직에 임명했다.5>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

4) Ladany, p. 36.

치는 중국과 로마 교황청 사이에 화해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1981년 11월，4명의 예수회 신부들이 로마 
교황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체 
포되어 각기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1981년 말에서 1982년 초까지 적어도20여 명 
의 신부들과 신자들이 상하이와 광시 짱족자 
치구 또는 안후이성과 허 베이성에서 체포되 
었다.6)

1982년 중국 정부와 천주교 애국회는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촉구한 교황 요한 바 
오로 2세를 규탄했다. 교황은 그의 발표문에 
서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지난 30년의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과 교회에 충실해 왔 
습니다.”라고 말했다.7)

1980년대 초부터 말까지 로마 교황청은 화 
해를 위하여 중국 정부와 천주교 애국회와 접 
촉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천주교 애국회의 
역할을 인정하며 북경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 
는 데 있어 로마 교황청에 충성하는 지하 천 
주교회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대만의 천주교 
회의 존재를 저버리지 않고 인정할 책임은 지 
금까지 로마 교황청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되어왔다.

천주교회의 생활

전통적인 중국 천주교 신앙은 대단히 보수적 
이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중국 문제 전 
문가인 예수회 신부, 라데니(Ladany)에 의하 
면 중국의 천주교 신자들은 대단히 종말론적 
이어서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을 중점적으로 
믿는다고 한다. 천주교의 이러한신앙은 개신

5) Ladany, pp.. 40-41.

6) Amnesty International, China: violation of human 

rights； KinrKwong Chan, Towards a Contextual 

Ecclesiology-

the Catholic Church in the PRC( 1979-1983), pp.. 176-177

7) Ladany, pi 41.



교회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재림，천국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자각과 비 
교해볼 수 있다. 천주교나 개신교를 믿는 박 
해 속의 중국 신자들은 현대 서방의 그리스도 
인들이 대체로 잊어버리기 쉬운 성경적 진리 
에 대해 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천주교 신자들은 이교도들과 어울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가극 풍의 쇼에 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중국의 전통적인 보수신앙 
은 세속으로부터 의 분리를 강조하였다). 따라 
서 빈곤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신자들의 굳건한 신앙심의 바탕 위에 천주 
교와 복음주의 교회나 단체들도 굳건히 서 게 
되었다® 비록 그들이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소속의 진보주의 신학자들이나 천주교 애국 
회，또는 해외의 지원자들로부터 편협하다거 
나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는 비웃음을 
받아오긴 했지만，그들의 신앙심은 성숙되었 
고 기독교의 생존과 성장에 기여하였다.

1979년 천주교 성당들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미사에 참석하는 군중들의 수는 적었다. 

광저우에서는 그 해 10월 토굴로 이루어진 성 
심성당에서 열린 첫 미사에 단지 100여 명이 
참석 했다. 그러나 1981년이 되자 참석자의 수 
는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981년에 내몽 
고의 삼바에서 열렸던 성탄절 미사에는 2,000 

명이 참석하였으나，1982년에는 21,000명으 
로 늘어났다. 이 현상은 많은 천주교 신도들 
이 정부가 실시하는 새로운 종교정책의 신실 
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양심상，아직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애국회에 소속된 성당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북경의 애국 주교 푸티엔산에 
의하면, 그 지역에 4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있으나 정부에 등록된 성당의 미사에는 단지 
5천여 명만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상하이의 
한 지역에는 1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지만500 

명 만이 그 곳에 있는 큰 천주교 애국 성당에 
다닌다고 한다.9>

8) Ladany, pp.. 10-1Z

공식적인 천주교회의 예배는 라틴어로 거행된다. 
사진은 농촌의 한 천주교회 예배당에 그려진 벽화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애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 
는 이유는 특히 이들 중 많은 신부들이 결혼 
함으로써, 독신의 서약을 파기 했기 때문이다. 

결혼했다고 알려진 지린성(吉林省) 천주교 
애국회의 왕웨민 주교가 이곳에서 맨 처음 문 
을 다시 연 성당의 미사를 인도했을 때，단 
한 명의 신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천 
주교 신자들은 천주교 애국회에 이에 대해 항 
의했으며, 비록 천주교 애국회에서의 그의 지 
위는 유지되었으나 미사를 집행할 자격은 박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이 

일반적으로 천주교 애국회는 로마 교황청 
의 권위를 부정하며，낙태와 피임에 관한 교 
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함구하고 있다.사>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통적인 천주교의 후 
견인임을 나타내고자 열심을 내고 있다. 예배 
는 트리 엔트 종교회 의 (the Council of Trient) 

에서 결정된 미사의 형식을 포함하여 제2차 
바티칸 종교회의 이전의 경직된 형식을 고수 
하고 있다. 모든 미사는 신부가 강단을 향한 
채 라틴어로 거행함으로 미사에 참석한 일반 
신자들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다.⑵ 또한

9) Laszlo Ladany, Meditations on the Church in China

10) Kim-kwcxig Chan, pp.. 145-152.

11) Ridge, Nov 1984,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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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중국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 마리 
아에 대한 헌신적인 미사 형식의 옛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개신교를 당혹케 
했다.

박해와 저항

허베이성 내에 있던 지하 천주교인의 숫자는 
최근 허 베이성 정부 당국을 깜짝 놀라게 했으 
며，성 정부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 
여 심혈을 기울였다. 1906년 9월，38명의 재학 
생이 있는 지하 천주교 신학교를 무력으로 폐 
쇄하기 위하여 치아오자이라는 마을로 군인 
과 경찰들이 밀고 들어왔다. 국제사면위원회 
의 보고서에 의하면 다수의 수녀들이 경찰들 
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75세가 넘은 두 명의 
연로한 신부가 체포되었다.데 

이러한 억압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진 
압할 수 없었던 정부는, 1989년 허베이성의 
성도(省都) 스지아광 근처에 있는 한 천주교 
마을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대학살을 시작했 
다. 유통이라는 이 마을에는 1, 700명의 천주 
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중 200여 
명만이 천주교 애국회의 일원이었으며 나머 
지 1,500여 명은 지하 교회와 로마 교황청에

충성을 표시하는신자들이었다. 이 지역의 천 
주교 신자들은 정부 당국에 문혁 당시 부수어 
진 교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 했으나 헛수고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 곳 
에 천막을 치고 당국의 수배 중에 있던 신부 
가 거행하는 미사에 모여 들었다. 정부 관리 
들은 1989년 4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여러 
번 찾아와서 그들에 게 기도를 금지하고 천막 
을 치울 것을 명령 했다. 다음은 사건 발생 후 
이틀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 지역 천주교 신 
자들의 중언이다.

“오전 8시 쯤’ 약 5,000명의 경찰과 무장한 
군인들이 수백 대의 트럭에 나누어 타고 와서 
마을 전체를 포위하고> 수배중인 신부를 체포 
하기 위해 집들과 천막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들은 교회를 부수면서 몽둥이로 수많은 신 
자들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기도하고 있던 몇 
십 명의 여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여섯 명 
의 할머니들이 맞아서 기절하였다. ……

무장 경찰들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을 구타하면서 사방에서 신부의 집을 공격해 
들어갔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도망쳐 
나왔지만, 그들은 벽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 
뜨리면서 무자비하게 구타하였고 한 땅 한 명

70세가 넘은 수녀들이 상하이의 여산{余山) 천주교당에서 경건하게 기도 드리고 있다.

12) Kim-Kwong Chan, pp.. 155-157. 13) South China IVfoming Post, 23 September 1906，8

October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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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의 석실(石室) 

성심(聖心) 대성당

금을 횡령하고 교회 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웠 
다.’고 비난했다. 학생들은 또 천주교삼자애 
국회 지부가 ‘무신론자’를 학장으로 임명한 
것을 비난하면서 ‘교회의 운영주체가 정부인 
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라고 반문하였다.

성도신학원 학생들의 시위는 중국 내 13개 
신학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쓰 
촨성 내 다수의 주교들은 천주교 애국회측이 
물러서지 않으면 산하 교구 학생들을 직접 교 
육함으로써 신학교 존립의 필요성을 없애버 
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럴 경우 국무원 종교사 
무국의 현지 지부는 수많은 사제들을 통제할 
수 없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일부 학생 
들은 삼자교회 조직을 이탈해 지하교회 조직 
에 가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중국 정부와 로마 
교황청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중국의 정 
치 상황에 폭넓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하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신도들의 저항은 계속 
되리라 예상된다.

토니 램버트/ 홍콩 오엠에프(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중국 자문위원

이 글 은 「중국교회의 부활j  (토니 램버트 저，김창영/ 

조은화 역，생명의 말씀사간)에서 발췌한 글로 ‘생명의 
말씀사’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편집자 주>

15) Asia Focus, 13 May 1989. 그러 나 사실은 두 명 의 어 린 
이가 죽고 늙은 수녀가 실명했으며 3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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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모두 끌어냈다.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도 
풀어주지 않았다. 수백 명의 신자들이 구타당 
하여 엎드러진 채로 온 마당에 가득 차 있었 
으며 마당은 피로 흥건하였다. 그들은 또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약탈했다. ……

이 잔혹한 사건으로 인하여, 구타당하고 의 
식을 회복하지 못한 20여 명을 포함하여 약 
1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들 중 60 

여 명은 중상을 입었다. 30여 명이 체포되었 
는데 이들 중 4명은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다. 그들의 생사를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다.

.......”14)

지방 정부는 이에 대한 변명으로서 사건의 
원인은 학교 캠퍼스를 ‘불법점거’한 데 있다 
고 발표했다. 천주교 애국회의 부회장인 안소 
니 류배니안은, 충돌은 경찰에 의하여 먼저 
시도된 것이 아니며 유혈 사태도  ̂사망 사건 
도 없었다고 발표하였다.13 나중에 천주교 애 
국회는 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시인했지만, 이 
사건의 원인을 이 지역 천주교신자들을 기만 
한, 수배 중이었던 페이 신부에게 돌렸다.

이 유통 지역 사건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박해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이는 
중국 공산당이，특히 지방의 극좌세력들이 그 
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단단히 각 
오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록 극 
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 
지배세력들이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천주 
교 신자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고의 
적으로지나친 강압 조치를취한대표적인 예 
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중국 천주교의 저항이 표출된 
경우도 있다. 그것은 쓰촨성의 성도신학원 
( 戯 에 서  일어난 사건이다. 지난 ’94 

년 4월, 53명을 제외한 전교생들이 공산당의 
간섭에 ‘환멸을 느껴’ 수업을 거부한 일이 발 
생하였다. 학생 시위대측은 학교 당국이 ‘헌

14) Si. Shiba Canan 2ienxiang'(The Truth about the 18 

April Q ud  Inc ite t), handwrittai or mmeografted 

appeal from 'All the Church IVfembers in Youtong W lage, 

Luancheng County, IW e  Province, 20 April 1989.



특고 I 확^ 로，중국으1 吾ᄏ기

소수민족의 다수종교， 

라마교와 회교

김한성

불교와 회교는 중국의 5대 종교에 속한다. 또한 55개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종교 중에서 대표적인 
종교로서，이를 신봉하는 민족의 문화와 삶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민족 국가 융합’이기 때문에，각 민족의 문화와 풍속, 종교를 인정한 
다고 하지만 라마교와 회교의 극단성은 때때로 종교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 글은 라마교와 회교에 대한 개관이다. 지면상의 한계로 피상적인 소개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미전도종족 복음의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지는 라마교, 회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라마교란 무엇 

인가?

라마교는 짱족 
(藏族ᅩ티 벳)의 
보편적인 종교 

이다. 티 벳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상결등파 
(桑結登巴)’라고 하는 데, 이는 불교라는 뜻이 
다. 결국 라마교란 티 벳지 역 불교의 속칭 이 다. 

‘라마’란 티벳어의 음역으로 ‘상사’ 나 ‘상인 
(上ᄉ-웃사람)’이란 뜻인데 티 벳인들이 종교 
상의 지도자나 고승을 ‘라마’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반면 출가한 보통의 승려는 ‘자바’ 

라고 한다. 후대에는 사람들이 자바조차도 라 
마로 존칭하였다.

7세기 전후로 중국 내지와 인도를 통해서 
불교가 티벳에 전래되었다. 불교는 전래된 직 
후에 티벳의 토착종교인 본 교 와  심각 
한 투쟁을 거쳐，결국 서로 영향올 미치면서 
융합되었다. 그 배경에는 왕실의 중앙집권의

필요에 따른 불교의 도입 과 본교를 둘러싼 토 
착 귀족세력간의 갈등이 있었다.

티벳의 토착종교인 본교는 일종의 자연숭 
배, 정령(각종 사물에 붙어있는 것으로 사람 
들에게 불행이나 액운을 가져오는 귀신)숭배 
신앙이다. 본교의 무당은 정 령들이 가져오는 
재앙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티 벳인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거의 무한정 
한 권력을 누리는 귀족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이들의 권력이 점차극도록 팽창하여 투관<吐 
審:옛날 티벳왕국을 지칭하는 말) 왕실의 권 
위조차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왕실에서는, 

당시 전래되어오던 불교가 고차원적이고 정 
밀한 정신적 도구로서 능히 본교와 대항할 수 
있는 종교라고 여겨 유입하고자 하였다.

수백 년 동안 두 종교는 이러한 갈등을 겪 
다가, 불교에서 먼저 본교의 신들을 수용하여 
자신의 신으로 삼았으며 본교의 의식도 수용 
하였다. 특히 인도 불교의 밀종대사인 연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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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교 무용에 쓰이는 가면 과  불화

( « ¥ 生)이 가지고 들어온 신비한 무술과 주 
문 및 본교의 것들을 융합시켜 전파하였다. 

불교의 자비와 중생평등(衆生주총), 인과(因 
果), 윤회(輪廻)，극락(極樂) 등의 사상이 티 벳 
인민의 종교적 심성에 영합된 결과, 10세기에 
들어서 결국 독특한 형식을 지닌 티벳불교, 

즉 라마교가 형성되었다.

라마교는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중 몽고， 
티벳, 키르키즈, 투, 다워르，치앙, 시버，푸미, 

누，어룬춘，위꾸, 먼빠 등 12개 민족이 신봉하 
고 있다.

라̂ᅡ교의 발전

779년에 첫 사원인 상연사(桑* 寺)가 건립된 
이 래 귀족과 평민 7명이 계를 받고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이로써 티 벳남자는 반드시 출 
가하여 승려가 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 불경 번역의 필요 때문에 일단의 번역요원 
을 양성해 내기도 하였다.

불교는 열파건 재위 시기(815〜836년)에 
매우 발전하였는데，심지어 본교마저 불경을 
경전으로 삼았다. 그러나 랑달마 재위 시기

(836년〜841년)에 무력으로 불교를 탄압 
하고 승려를 죽이며 사원을 훼파하는 등 대규 
모의 멸불(滅佛)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978 

년까지 136년 동안 도탄에 빠진 민중들은 의 
탁할 대상을 찾게 되었고, 이 때 불교는 다시 
피난처로 등장하였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본 
교 내에도 불교와 유사한 종파인 백본교(白本 
敎)라는 것이 생겨났다. 본교는 편벽한 지방 
에서만 본래의 특징이 여 전히 유지되었는데, 

이것을 흑본교(黑 * 라  하였다. 이후 본교 
는 더이상 불교의 맞수가 되지 못하였다.

9세기 중엽부터 11세기 중엽까지는 라마교 
각교파의 발전시기이다. 이 때는 각교파별로 
각 지역의 호족들과 연결되어 발전해 갔다. 

이 때 갈당파(唱當派), 살가파(薩迦派)，갈거 
파<噴^ © ，복로파{復# « ) , 닝마파(W 5 ) , 

격로파(格# « )  등이 출현하였다. 이 중 경제 
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얻지 못한 교파들은 타 
교파와의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여 그 세력은 미미하게 되었다. 1949년 
신중국 성 립 시기에 이르러 라마교는 닝마파 
(戰 雛 ), 격로파(格 麵 )，살가파(薩迦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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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거파{唱# M) 둥의 4대 교파만 남게 된다.

활■(해1« £ 의  유4
라마교는 교리에 따라 라마승들이 결혼을 하 
지 않기 때문에, 현재 티벳 라마들의 전수방 
법인 전세상승법(轉世相承法), 즉 활불제도 
를 시행한다. 원래 철봉사의 법태종객파<法 
台 ᄈ 巴 )의 제자인 ‘근등가착’이 죽자 정권 
을 쥐고 있던 라마가 웅룡(雄龍)이라는 지방 
에 가서, 겨우 3살짜리 남자아이인 ‘색남가착’ 

을 찾아 영적으로 근등가착을 계승하게 하였 
다. 이 영동(靈童)이 황교사원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이것이 황교의 활불제도의 시작이 
다. ( 황 교 는  라마교 최대의 일파인 격노 
파를 말한다. 이들이 노란 승려복을 입기 때 
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마승들의 저녁식사 시간

1M6년에는 몽고(蒙古) 토묵특부의 수령으 
로 명나라가 순의왕으로 책봉하였던 엄답한 
(俺汽汗)이 색남가착에게 “성직일체와제이 
달라달뢰 라마(聖職一切瓦街爾達啤 iM ffi嘛灌 
)”라는 존호를 증여하였다. 황교 쪽에서는 이 
후 황교시조 종객파(ᄈ 巴 )의 제자 근둔주 
파를 제1대 달라이라마목 근둥가착을 제2대 
달라이라마로，색남가착을 제3대 달라이라마 
로 추존하였다. 17세기 중엽 이후에 청순치제 
는 1653년에 제5대 달라이라마를 “서천대선 
자재불소영 천하석 교보통화적 라탄라달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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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西天*善自在佛所飯 敎普 i iS /赫  iJ

坦味iM tg啤嘛)”에 책봉하였다. 이로써 달라 
이라마의 칭호는 정식으로 확정되있다.

이 활불제도는 계속 이어져 현재까지 14대 
째 내려오고 있다.

사8의 조직

강촌(康村)

기층조직으로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승려로 
일반사무를 보며 길근(吉根:장로)이 모든 것 
을 관장한다.

찰창{紫倉:僧學院의 의미)

강촌의 상위조직으로 몇 개의 강촌으로 구성 
되며 감포(堪布)가 회장이며 격서(格西:종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티벳 정부가 임명한 라 
마여야만 될 수 있다.

납길 (拉吉)

최고 관리기구로 위원회에 해당하는데 모든 
찰창(紫倉)으로 구성되며 각 찰창의 감포가 
모두 참석하며 전 사원의 경제나 종교사무를 
담당한다.

라마승의 구성

대인사무승: 민간의 생로병사 및 길흉화복에 
관한 일을 맡아 하는 승려.

학승집 단: 전적으로 공부하며 상층간부가 되 
는 승려로 일반적으로 라마는 이들을 지 칭 함. 

공예승: 각종 기술적인 업무, 의학, 역산(曆 
算) 둥의 업무를 보는 승려.

잡역승 및 병승: 잡무 및 비상시의 군사업무 
집사승: 행정을 맡는 승려.

활 불: 달라이라마 및 반선과 그 외 활불로 
사원의 영도자.

라마교가 티? ! 만폭예개 끼치는 영향

라마교는 티벳의 정치，경제, 사회의 중심이 
다. 라마교 승려의 결혼금지 제도로 말미암아 
해방 전 티 벳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2만여 
명이 결혼을 하지 않아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 
되기도 하였다.



라마교는 또한 세계관에 있어서 민중으로 
하여금 종교 숙명론에 빠지게 하였다.

일생에 한 번 해야만 하는 성지순례 열풍으 
로• 멀리 윈난(雲南), 쓰촨(四川), 칭하이(靑 
海)’ 깐슈(甘肅)에 흩어져 있는 불교도들이 전 
재산을 정리하여 험로를 무릅쓰고 수천 리 밖 
에 있는 성지 ‘라사’(拉薩:신령한 땅)를 찾는 
다. 이들은 부처에 대한 경건함을 표하기 위 
해서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고두레를 행하는 
데，먼 길을 걸식하며 오다가 라사에 오기도 
전에 길거리에 쓰러져 죽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고 한다.

음식 중에 물고기，새우, 닭과 계란을 먹지 
않는다. 활불이나 라마는 식사 전에 경을 외 
우며 일반 민중은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식 
사 전에 식탁에 술이나 차를 세 방울 떨군다.

희교도들은 중국 전역에 퍼져 있다.

이들은 각 지역마다 청진사라는 회교사원을 중심으로 삶과 밀접한 
신앙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증국의 MS
통계를 통해서 본 중 
국의 회교도는 중국 
인구 중 10%에 달하 
는 9500만 명이다. 

그리고 중국 56개 민족 중 위구르, 카자크，키 
르키즈, 우즈백, 타타르) 싸라，둥상，바오안, 

후이, 타지크족 둥 10개 민족이 신봉하고 있 
다. 이 외에도 회교도는 중국 전역에 퍼져 있 
다.

회교의 중국 전래는581~787년 등 여러 설 
이 있지만 적어도 안록산의 난 이후에 유입된 
것이 확실하다.

« 교의 특정

민족심과 단결심이 강한데 이 것은 종교적 웅 
집력이 강하다는 의미와같다. 민족적 자부심 
이 때로는 지나쳐 역반응이 생기기도 한다. 

회교를 믿는 이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면 
서도 회교사원을 중심으로 집단 공동체 생활 
을 통해 강한 결집력과 동질감을 갖고 있다. 

또한 종족과 민족의 구분 없이 ‘알라’가 하나 
님 이 라고 고백 만 하면 곧 공동의 신앙을 소유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강한 유대감을 보이고 많 
은 사람을 포용한다.

nssi 6대 신앙

알라: ‘전능하고 위대한’ 유일신 
경전: 알라가 내려준 114부의 경전으로 그 중 
에 모세오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다윗 
의 시편, 모하메드의 코란이 있음.

천사: 코란에 출현하고 알라가 빛으로 창조했 
다는 존재.

人卜자{使者) ： 알라가315명의 사도를 파견하였 
는데 코란에 28명 이 출현한다. 그 중 가장 고 
귀한 여섯 사자로 아담，노아，모세, 아브라함, 

예수, 모하메드 등이 있다.

말일: 말일 신앙의 내용 중에는 사후 세계와 

심판 및 부활이 있다.

예정: 범사에 알라의 예정이 있다.

1) 穆瓦法格 • 貝尼 . 移爾加 著, 簡明伊斯蘭世界百科 
全書(北京:旅遊敎育出版社, 1991), P.12. 현재 또 다른 
문건에는 중국의 회교도를 1600여만으로 여기고 있다. 
秦惠彬, 中國的伊斯蘭敎(北京:商務印» 節, 1991), p.l. 

이 점에 대해 정확한 자료는 보다 자료가 보강된 이후에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r -"" " 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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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교도의 5대 제도

념 (念)

회교도가 매일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교리이 
다. “알라는 유일무이한 신이고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자이다.”

예 (禮)

매일 다섯차례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즉 날 
이 밝아오는 때,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황혼 무렵，밤이 된 후부터 
새벽 사이 등이다. 모든 남자들은 금요일 오 
후 집회 때 청진사(淸眞寺:중국에 있는 회교 
사원. 종교활동뿐 아니라 주민들의 회의나 종 
교학교의 수업이 진행되는 장소이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또한 매년 세 차례의 큰 
예배인 개재(開齋)와 재생절(':유t t節)，회례 
(回禮)가 있다.

신도는 예배 전 반드시 자신의 죄과를 정결 
례를 통해서 씻어야 한다. 정결례는 소정(小 
淨)과 대정(ᄎ淨)이 있다. 대정은 전신을, 소 
정은 손발과 얼굴을 씻는 것으로 물이 없으면 
흙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배 때는 반드시 차 
렷，찬송, 경례, 큰 절, 끓어앉기 등의 동작이 
행해진다. 예를 들어 ‘참되신 주(眞主)는 지극 
히 크시도다’라고 할 때는 남자는 귀 옆까지， 
여자는 어깨까지 손을 들어 주에 대한존경을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참되신 주는 위대하 
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시다’는 것을 암시해야 
한다.

예배자는 마음 속에서 탐욕을 완전히 제거 
하고 주님만 계시게 해야 한다. 만물이 눈앞 
에 있다 하여도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손을 들어 주님께 경배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완전히 신앞에 엎드려서 
알라의 종이 된다는 의미이다.

재 (齋)

환자, 여행자，임신부와 젖먹이는 부녀를 제 
외한 모든 회교도는 이슬람력 9월 한 달 동안 
여명부터 일몰까지 음식과 성생활을 할수 없 
다. 다만 주님께만 경배하고 속념을 끊는 것 
으로 알라에 게 참회 와 속죄를 한다. 회교도들

은 이 재를 통해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고 금 
욕을 이겨내어 주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고K 課)

모든 회교도의 봉헌으로> 규정에 따라 십일조 
(1/10)나 사십일조(1/40)를 청진사에 내야 한 
다.

조(朝)

건강한사람은 일생에 한 차례 이상 성지순례 
를 가야 하는데, 대개 이슬람력 12월 상순에 
거행한다. 성지순례는 카aKKa'ba: 아담이 
천상의 원형에 따라 지었다는 이슬람교 성지) 

에 가서 그 가운데 있는 흑석을 만지고 입맞 
추는 것과, 모하메드가 갔었다는 작은 산에 
가는 것을 포함한다. 성지순례의 마지막 날에 
는 소나 양, 낙타 둥을 잡고 경축하는데 이로 
써 각지의 무슬림들을 단결시키고 그들의 신 
념을 강화시킨다.

이외에도 회교도들은 죽은 동물을 만지거 
나 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절대 금한다.

회교 절기

개재절 (開齋節)

매년 9월 초승달이 뜰 때부터 다음 초승달까 
지로_ 이 절기가 끝이 나면 청진사에 모여 예 

배하며 서로 방문하여 경죽하고 유향(油香) 

이란 음식을 나눈다.

재생 절(宰牲節)

아브라함 선지자가 꿈에 나타난 알라의 지시 
에 따라 아들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을 때 
신이 이스마엘 대신 양을 준비해주신 것을 감 

사하여 양을 잡아 기념하는 절기로  ̂ 개재절 
70일 후인 12월 10일에 거행한다. 이 때 회교 
도는 우양 등의 생축을 청진사에 끌고 가서 
잡아 자신의 몫을 조금 남긴 후 사제에게 주 
고, 나머지는 친지나 가난한사람들에게 나눠 
준다.

성기절 (聖紀節)

이슬람력 3월 12일로 모하메드 탄신 기념 일.



회교의 종파

수니파

회교 정통파로 또 합내비파(哈乃斐派), 사비 
의과<沙* © ,  마립극파(馬 立 舰 )와 파한 
백리파{派罕百里派)로 나뉜다. 중국의 회족 
과 둥상, 싸라, 바오안족 등은 모두 합내비파 
를 신봉한다.

의선파{依禪派)

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종파로 7세기 전후에 
생겨났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외에도 
아라비아 각국，터키，이란，파키스탄, 인도ᄌ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대에 신도들 
이 있다. ‘의선’이란 바른 길로 이끈다는 의미 
의 아라비아 말이다.

인생의 모든 것을 후다{戶達:알라)의 은총 
으로 본다. 빈부귀천은 주가 정하는 것이니 
현재에 고생하더라도 경전을 소리내어 읽고 
예배를 드리며 전심으로 후다에게 접근하면, 

금생에 의식(衣食)이 해결되고 사후에 천당 
에 갈 수 있다는 종교신념을 갖고 있다. 또 
살생을 금하여 살생을 회교 성지에 불을 지르 
는 것보다 나쁘게 본다.

시아파

중국 내에 거의 없다.

회교의 영향

회교는 회교도들의 모든 생활과 문화의 중심 
이므로̂ 회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교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름짓고  ̂ 할례받고  ̂ 교리와 교규(|해 ), 교법 
(敎法), 학교에 다니는 것, 청진사에서 예배하 
는 것 등 어느 하나 자기에게는 선택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 위구르 지역에는 종교법정이 있 
어서 지도자가 민사 및 형사사건을 심판한다. 

예를 들어 여자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 
고 밖에 나오면 채찍으로 때린다. 이밖에 각 
종 상거래, 결혼 및 이혼, 임대나 매매계약, 

성지순례 증명서 등에는 종교 지도자의 인장 
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증서를 발급

중국의 회교도들. 생김새가 중동의 그들과 비슷하다.

할 때마다 종교 지도자는 수수료를 거두었다. 

농민의 경우 매년 추수의 십일조를, 목축업자 
나 소상인 및 수공업자의 경우는 사십일조 
(1/40), 절기 때 잡는 양가죽, 양머리, 양내장 
둥을 봉헌해야 한다.

맺용말

회교와 라마교는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 대 
약진 및 문화대혁명을 거치는 동안 몇 차례의 
극심한 탄압을 겪었다. 해방 직후에는 백화제 
방，개혁개방 시기 둥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종교적 자유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는 해도 그들이 해방 전 종교생활의 상당 부 
분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도 그들의 각종 종교 활동들이 본 
질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또자유시장 개혁정책하에서 부단히 이 
전의 종교생활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종교지도자들이 회교와 라마교 
를 신봉하는 소수민족들의 정신적인 지도자 
로 남아 있다. 인도에 망명해 있는 달라이라 
마가 그 극명한 예이다.

김한성/ 인천 남동외국인교회 담임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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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미신 조장하지 않는 한 
중국 정부도 종교 규제 완화

지금 중국에서는 기독교만 번창하는 것이 아너다. 서민들은 종교의식을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부활시키고 있다. 문화혁명 때 파괴되었다가 최근 재건된 불교 
사원들은 신도들이 태우는 향 냄새로 가득하다.

중국 지도자들은 현재 보이는 이러한 종교적 열기에 당황하는 듯하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표방하는 순수 
마르크스주의는 자유시장 개혁으로 인해 점차 퇴색해가고 있다. 경제개방에 따라 
서민들은 정신적 위안을 갈구하게 되었고 그 위안을 찾는 방법도 점점 자유로워 
지고 있다. 중국 정부도 특정 미신을 조장하지 않는 한 전통 종교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 정책이 누그러진 것은 회교를 신봉하는 10개 소수민족 
거주지인 중국 서부에서 발생한 분쟁이 계기가 된 둣 하다. 닝시아<寧夏) 회족 
자치구에서는 ’93년에 주요 회교사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파벌 싸움으로 약 50명 
이 사망했다. 중국군은 가까스로 사태를 진압하고5천여 정의 총기류를 압수했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은 회교도 폭동에 관한 보고서 에서 정부는 반(反) 이슬람 
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작년엔 회교도 3천 명의 성지순례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그러나중국 정부 관리들은 특히 1천 5백만 위구르인들이 옛 동(東) 투르키스탄 
공화국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신장성에서 이슬람 자치권 요구가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장성 바로 남쪽 티벳 불교도들의 경우, 독립운동과 연결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허용돼가고 있다. 티벳 수도원의 승려 수를 제한하는 정부 
훈령은조롱거리가 되기 일쑤다. 베이징의 중국 티벳학(藏學) 연구센터의 한연구 
원은, “수용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된 수도원에 대개 40*50명의 승려들이 있지만 
정부로서도 속수무책”이라면서, 창더우(북都) 지역의 한 수도원에는 승려가 1천 
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티벳 유입을 계속 권장하는 동시에 수도 라사의 
유서 깊은 건물들을 철거하는 등 티벳 문화를 희석시키고 있다. 요즘 라사 강을 
건너는 순례자들은 달라이라마가 전에 기거하던 포탈라 궁의 조망이 물탱크탑에 
가려 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대로에는 중국 음식 점과 가라오케 바들이 즐비하다. 

티벳을 자주 방문하는 한 서방 외교관은 “이제 라사에는 돈에 대한 욕망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 은 「Newsweek」1994년 5월 23일자에 실린 **What to Make of the Mullahs and Monks?" 룰 발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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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AJ/ 왁 칡의 FT1

미신 열풍
강성 광

흔들리고 있다.

각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 
로 사람들은 정신적, 심리적 균형 
을 상실하고 있으며，장래를 예측 
할 수 없음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팔자나 운명의 소관에 관심을 갖 
게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에 급속 
히 만연하고 있는 미신의 열풍과 
그 배경이 되는사회 심리，그리고 
각종 그릇된 미신열의 허구, 또한 
거기에 수많은 중국인이 속고 있 
는 여러 실례들을 살펴보겠다.

점괘
관상, 사주 둥을 보는 
것은 중국에서 발원 
한 전통적인 중국문 

화이다. 이러한 문화가 사회주의 
의 강력한 회오리 바람 속에 사 
히 자취를 감추는가 했는데 근래 
몇 년 사이에 ‘붐’이 일고 있다. 

이것은 빠른 변혁 가운데 처한 
중국인의 불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개혁과 개방의 빠른 물결，시장 
경제로의 빠른 사회변화는 순식 
간에 많은 것을 변하게 했다. 어떤 
투기자는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또 눈깜짝할 사이에 
죄수가 되기도 했다.

어떤 처녀는 생각지도 않게 노 
인에게 시집가게 되었고, 금실이 
좋던 부부가 갑자기 이혼하게 되 
는 둥 가치관과 도덕은 푯대 없이

^종  역술가들의 « 동

현재 중국에는 각종 점, 역술, 관 
상열이 몰아치고 있다. 그 표현 방 
식도 특별할 뿐 아니라 내용도 나 
라 일, 가정 일 등 천하의 모든 일 
이 포함되어 있다.

엄격한 정치, 문화 중심지인 베 
이징 ( * 효)에 근래 몇년 사이에 
기공(氣功)，역경(회s: 주역을 가 
리키는 것으로 제반의 점치는 행

중국의 농촌 가정에서 흔히 볼 
명절이 되면 각종 글귀를 적어

수 있는 귀신을 모시는 사당. 

놓고 복율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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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술(相術: 관상, 보는 기술) 

에 정통하다는 소위 ‘반신반무(半 
神半巫: 절반은 신에 가깝고 절반 
은 무당에 가깝다)’하다는 ‘고인’ 

(高ᄉ)이 적지 않게 출현했다. 그 
들은 국가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 
는데, 예를 들어 등소평 사후의 국 
정,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갈등, 

개혁과 개방의 전망 둥을 논하기 

도 한다.

심지어 베이징의 국가 중앙기 
구 등에도 역술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또한 광동성(廣東省) 지역 
의 지방관원들도 홍콩에 오면 홍 
콩의 유명한 각종 귀신에게 절하 
며 왕대선(王* 仙) 신에게 참배 
를 한다. 그리고 몇 년 전의 페르 
시아 만의 전쟁, 구 소련의 붕괴, 

중미관계 등도 역술가들의 논쟁 
대상이 되었다.

엄격한 정치 도시인 베이징에서 
이러한 역술이 크게 성행할 정도

니, 전국의 각 지방에서 더욱더 천 
태만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말 
할나위도 없다. 쓰촨성(四川省) 

충칭(S * ) 시에는 ‘점술가 거리’ 

가 있고 후난성(湖南省)의 지양 
현(卽陽縣)에는 전국에서도 유명 
한 ‘국제점술유격대( a i l占術遊 
擊隊〉’가 있다. 지양현의 지우꽁 
차오진(九公_  허예촌(荷葉 
村)이라는 마을은 전체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점술업 
에 종사하는사람이 250여 명이나 
된다. 10세부터 70세까지의 남녀 
노소로 구성된 이 ‘점술유격대’는 
전국에 안 가는 곳이 없고 심지어 
홍콩, 마카오> 대만 및 동남아 여 
러 나라에까지 출장을 다닌다.

그들은 전국의 유명 관광지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우한(武 
漢), 청뚜(成都)，쿤밍(昆明), 지난 
(濟南) 등 관광 명소에 자리를 잡 
고 앉아 관상 및 역술 행위를 한

돈울 많이 벌게 해 준다고 중국인들이 
믿는 무상<관우)이 광저우의 한 
음식점에 세워져 있다.

다. 점괘 한 번 보는 데 40~50원 
(한화 4천원〜5천원) 정도이고， 
많이 낼수록 점괘가 좋아지기도 
한다.

이런 역술이나 점술에 빠지거 
나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과 
달리 소위 지식인들도 많아, 그들 
중에는 심리학자나 천문지리학 
자도 있고 문학계 인사도 있다. 그 
중 최근 중국의 유명한 사회소설
「폐도( M )」의 저자인 지아핑 

아오(賈平四)는 역술이 수준급이 
라고 한다.

어떤 자들은 점괘나 역술 실력 
을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베이징의 유명한 한 역술가 
는 정부의 고관들과 관계를 잘 맺 
어 친척이나 친구들을 위해 여러

장님과 사주팔자. 거리에서 장님이 점패 및 운수를 봐수고 돈을 번다. 개방호I에 따른 
불안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점술이 요즘 중국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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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을 얻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각종 운수, 점，역술에 
관한 책들도 인기가 많아 이런 책 
을 발간하는 출판사들이 떼돈을 
벌기도 한다. 중국의 어떤 책방이 
든지 관상학, 운수, 점괘 둥을 보 
는 수많은 종류의 책을 구경할 수 
있고> 또한 잡지의 많은 부분이 이 
러한 역술이나 운수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여러 형태의 미신 및 우상숭배 현상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국 농 
촌에는 180만 명의 무당이 있다. 

또한 중국의 거의 전지 역에 우상 
을 섬기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 특 
히 광동성을 비롯한 남방지역에 
서는 개인이 경영하는 식당, 가게 
의 한모통이나 중앙에 여러 형태 
의 우상 신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근 
래 들어 화동지역이나 심지어 베 
이징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중국 유명 관광지의 절 같은 곳 
에 가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향대를 흔들며 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 
위는 이들이 불교 신자로서 신앙 
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막연하게 
복을 비는 샤머니즘적인 행동이

1993년은 중국에서 모택동 붐이 
크게 일어난 해이다. 중국을 여행 
해 본 사람은 택시나 자동차 운전 
석 앞에 걸어 놓은 모택동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현 
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비단 자동 
차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흔 
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 
인은 모택동 사진을 걸어 놓고 다

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택동 
을 수호신이나 기타 자기에게 복 
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다.

현재 중국에서 돈을 0!주 잘 버 
는 인쇄업이 있는데 바로 ‘귀폐’ 

(鬼弊: 귀신이나 죽은 사람의 혼 
을 위해 태워서 바치는 가짜 지 
폐)를 찍어내는 사업이다. 중국에 
는 매년 ‘귀신절기’(ᄈ 節 氣  ： 8 

월 15일경)가 되면 죽은 부모에게 
귀 폐를 태워 보내는 관습이 있다. 

그러나 요즘 가짜 중국 돈을 태우 
는 것은 구식이 되었다. 외국환

귀신돈 즉 달러, 프랑, 파운드 등 
을 태우는 것이 유행이다.

이런 류의 귀폐는 인쇄가 정밀 
해 얼핏 보면 진위(眞備)가 구별 
이 안 될 정도이다. 부모를 여윈 
한 중년 부인은 돌아가신 부모에 
게 200만 달러의 귀폐를 태워 보 
내며 “아버지，어머니 온갖 고생 
을 다하며 우리들을 기르느라 생 
전에 호강 한 번 못하고 돌아가셨 
는데, 제가 이번에 달러를 보내 드 
리니 외국에 가셔서 관광이나 원 
없이 하세요” 라고 말하며 흐느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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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부터 내려오는 미신숭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행해진다.

그리고 죽은 혼을 숭배하는 어 
떤 사람들은 달러 귀신돈을 태워 
보내면서 외국에 나가 영어를 못 
해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영어 
회화책 몇 권도 같이 태워 저승의 
부모에게 보내기도 한다.

점술，무당 및 미신의 추종으로 

인한 각증 피해 사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180만무당 
들로 인해 많은 중국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전국 20여 개 
성 및 자치구의 농촌지역에서 주 
로 활동하는데, 이들 중71%가문 
맹 및 반문맹이고< 심지어 60% 이 
상이 정신질환 상태에 있다.

이들의 ‘병 고치는 수단’은 소위 
부적, 옷을 태움，귀신을 쫓음，안 
찰 등인데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 
는 동안 남자 무당의 60%는 여자 
환자에게 간음 행위를 한다. 그리 
고 10% 정도는 치사 혹은 과실치 
사의 살인 사건에 관련된 적도 있 
다.

그런데 이런 무당들의 활동이 
이제는 도시에서도 크게 만연하 
고 있다. 1993년 여름 한 도시 처 
녀가 광고를 보고 무의(巫醫 : 각 
종 미신 행위로 병을 고치는 사 
람)를 찾아 갔다. 그 남자 무당은 
처녀에게 아랫배 부분에 암 혼적 
이 있다며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 
어가 암 귀신을 쫓아 낸다면서 처 
녀를 강간했다.

후베이성(湖北省) 정신병원의 
한 병동에 50여 명의 남녀 환자가 
있는데 그 중 32명이 전에 무의 
(무당)를 찾아가 치료를 받은 적 
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환자 중 
에는 농민, 통역자，교사 그리고 
정부의 고위 간부도 있다.

중국에서 미신은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후베이성 남장현의 
공안국에 잡힌 한 남자 무당은 해 
괴한 무당 행위를 통해 정신병자 
를 고친다고 병자와 가족들을 여 
러 번 속여 2,000원(일반 농민 3명 
의 1년 총수입)을 벌었다가 쇠고 
랑을 찼다.

그리고 얼마 전 베이징시 교외 
지역의 한 주민이 소위 ‘산명선 
생’(算命先生: 역술가)이라는 사 
람에게 운수를 봤는데, 운수가 나 
쁘다는 말에 액땜한다는 명목으 
로 1,700원을사기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안후이성에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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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러 온 농민 노동자로> 일자리도 
못찾고 헤매다가 꾀를 내어 미리 
사 람들의 동정을 알아본 다음 이 
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또 다른 웃지 못할 큰 사건은 쓰 
환성 완시엔(萬懸)시 지우츠(九 
池)향 치엔휘(千活) 촌의 한 살 
짜리 ‘신동(神童)’ 사건이다. 아주 
빈곤한 이 시골 동네에 19&4년 봄 
꽃이 필 무렵 갑자기 이상한 열기 
가 일어났다. 그것은 1993년 7월 
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탕추안허 
(唐傳河)라는 남자 아이가 하늘 
에서 내려온 ‘신동’이라는 소문이 
었다. 누구든지 그 어 린 고사리 같 
은 손을 만지기만 하면 무슨 병이 
든지 낫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는 일부 노인들이 탕씨 집을 방문 
하여 어린 아이의 손을 만졌다. 그 
터나 점점 소문이 퍼져 매일 수십 
명씩 찾아왔과 심지어는 후베이 
사람들도 소문을 f •고 찾아와 수 
백미터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현 
상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에 
는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던 초 
라한 시골집에 기이한 현상이 일 
어 났다.

몸이 허약한 사람，중병환자들 
이 들것에 실려 오기도 하피 당일 
기다리다‘신동’ 의 손을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근처 삼림에 
서 노숙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신 
동’의 집으로 가기도 했다. 나중에 
는 수백 명씩 몰려와서 산골의 초 
라한 집에 머물며 병을 치료받고 
자 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떨어 
진 다른 시 또는 현에서 찾아왔고«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의 목욕물， 
소변까지도 ‘성수’(향!시라고 하 
며 서로 경쟁적으로 마셔버렸다.

더욱 웃지 못할 일은 대변을 서로 
가져 가려고 *4우기도 하고> 미처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집 
앞의 나무 껍질과 대나무둥을 ‘성 
물’(聖物)이라고 하며 벗겨가기 
도 했다. 오는 사람들은 각자 몇 

전，몇 원, 몇 십원씩 내기도 하여 
하룻만에 1,300원의 매상을 올리 
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 20시간 동 
안 신동 노릇을 하던 한 살도 안 
된 아기는 그만 병이나 젖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그래 
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 
는데도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 북 
새통을 이루었다.

나중에 공안국에서 이 신동 사 
건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처 한 
촌의 무지한 미신 숭배자인 덩 
(部)이라는 사람이 치엔휘에 와 
서, 이 집의 어린애는 예수가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복과 부가 있을 것이고，만약 어린 
애의 손을 한 번 만지기만 하면 모 
든 재난이 예방되며, 만병을 치료 
받을 수 있다는 허무 맹랑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건의 근원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수많은 
해괴한 미신의 폐해가 중국의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본래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각종 미신 및 우상숭배 현상이 심 
각했었다. 그러나 공산화된 후 특 
히 1960〜1970년의 문화혁명 기 
간에 각종 무당, 역술 등 미신의 
형태가 철저하게 타파되었다. 이 
때 기독교도 그들 나름대로 뿌리 
채 없애려고 핍박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중국이 1978 

년 이래 개방화되면서 정부 당국

의 정치적 이용과 많은 기독교인 
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다시 교회 문 
을 열게 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무섭게 
만연하는 각종 우상 숭배의 미신 
행위는 정부의 법률적인 완화 정 
책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개방과 
더붙어 중국인 본래의 전통 문화 
의 흐름이 다시 거세게 표출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기 
독교가 빨리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본래의 각종 우상 숭 
배와 미신이 공산당으로 인해 많 
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수천 만 
명의 기공을 하는 사람들과 여러 
형태의 미신을 추종하거나 숭배 
하는 수억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개방화되면 
서 부딪친 심각한 배금주의 현상 
으로 중국인들이 정신적，영적으 
로 기갈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런 영적, 정신적 오염 현상 
의 한 결과로 중국에는 현재 1，300 

만 명의 정신이상자들이 있다. 이 
러한 이들의 정신적，영적 오염을 
막고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 
다.

참고자뾰
明報 94. 1. 3 “중국의 미신” 특별기사 
明報 94. 10. 15 
明银 94 8. 16

강성광/  중국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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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f t 1

변화 속에 일고 있는 종교의 새물결

핑야오(彭耀)

이 글은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간하는 r世界宗敎硏究(세계종교연구)」지에 실린 소논문이다. 
종교학자인 필자는 사회 전환기의 중국 종교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교발전 현상을 분석하 
고 원인과 장래를 예측하고 있다. 그는 중국 종교가 일정 기간 중에 급격히 증가 성장을 할지라 
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하락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종교는 반드시 사회주의에 
적응해야 하고 국가법률, 법규와 방침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사회주의 관점에서 보는 현재의 중국 종교 추세롤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십수 년간 중국 사회에는 근본적 
인 변화가 발생했다. 수십 년이 하 
루 같던 전통사회의 안정 행보가 

깨지고 사회는 급격하게 현대화로 접어들었 
다. 이에 따라 일종의 사회적 존재의 반영인 
종교도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

문화혁명 시기에 종교는 극도로 억압받아 
가장 낮은 지위에 처했었다. 삼중전회(三中 
全會) 이후，중앙위원회는 19호 문건을 발표 
하여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을 다시 회복시 
켰다. 그 후 한동안 중국 종교는 신속한 회복 
과 발전으로 신도수의 맹렬한 중가추세를 보 
였다. 이러한 ‘종교열기’는 사회적으로 큰 반 
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열기’가 결코 실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억압 
받은 후에 나타나는 순간적 인 현상 중의 하나 
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반동 현상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열기가 하락되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오늘날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사회적 배경 
에서 대략적인 중국 종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도 수의 증가는 점차 정상적인 발전 추세 
를 나타내고 있다.

> 성직자의 수와 질적 수준이 비록 실질적인 
요구에 만족할만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향상이 있다.

[>종교계와 사회 합작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 
은 정치적으로 정부와 종교 이론계가 단결, 

합작하고 있으며 신앙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종교의 발전은 총체적으로 정상적이 
고 평온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와 경제 상황도 종교에 대해 어 
느 정도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근 
래 들어 새로운 배경의 영향을 받아 중국 종 
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발전과 경재발전의 양극성 상판 추4  
현재 중국의 종교발전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양자간의 상호관계는 
불확정적이고 보조가 맞는 것도 아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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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규율이 완전히 없는 것 
만도 아니다. 최근 행해진 조사연구에 따르면 
종교발전과 그 소재지역의 경제발전은 일종 
의 ‘양극성 상관관계’로 보인다.

즉 경제발전 지역과 빈곤지역에서 모두 종 
교는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쑤(江蘇), 안후이(安徽)，저장(浙江), 

푸지엔(福S )성과 같이 경제가 어느 정도 발 
달한 지역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발전이 비교 
적 빠르고 신도들의 숫자도 많다.

그 원인은 대부분 빠른 경제 발전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평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이 
다.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데，자신은 부 
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빨리 부자가 
되도록 신의 보살핌을 간구하는’ 심리가 생긴 
다. 반면 부유해진 사람은 자신이 계속적으로 
순탄하고 내내 평안하도록 신의 보살핌을 간 
구한^ ■

또한 빠른 사회변화로 생기는 불안정감 때 
문에 종교에 귀의하여 심리적 안정을구한다. 

사회전환 과정 중에 나타나는 도덕，윤리의 
실종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종교에서 위안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 
은 종교를 믿음으로 심리적 평형을 얻으려는 
시도이며 모두가사회 전환에서 야기된 새로 
운 정신적 요구이다.

이외에 장쑤성 및 허난, 산시성 중부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교통 
도 불편하며, 문화적 수준도 저조하지만종교 
는 오히 려 빠른 속보로 발전하고 교인 숫자도 
많다. 물론 그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 
르다. 너무 가난하여 의료와 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로 병을 치료하려는 경우，아니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 종교 신앙으로 화목하 
게 하려는 경우, 문화생활의 결핍을 해소하고 
자 종교문화로 보중을 하려는 경우 등이다.

종교 열기의 이 러 한 상반된 추세는 결코 절 
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몇 년의 연구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일 뿐이 다. 

국토가 넓고 국민적 정서도 천차만별인 중국 
에서 종교와 경제발전의 관계는 여러 가지 형 
태로 나타나므로 일률적이라 볼 수만은 없다.

서양종교의 열기 강화 추세

경제 사회의 개혁에 따라 서방문화가 또 한 
차례 대규모로 중국에 들어와 중국 사회에 전 
에 없던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서방에서 전 
래된 물질문화는 음식, 복장，공업 등이지만， 
정신문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교이다.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오늘날의 중국에서，특히 젊은이들의 마음 속 
에서 서방문화는 곧 현대문화의 상징으로 여

1방문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독교는 중국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상 티벳의 불교승
하 교회에서 성경을 사고 있는 기독교인들

겨지고 있다. 또 그들은 이러한 새로운 문화 
를 지칠 줄 모르게 추구하고 있다. 이들이 종 
교를 믿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중국의 5대 종교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다.

기독교 자체의 특징을 보면, 확실히 어느 
정도 광범위 한 전파의 조건을 가지고 있긴 하 
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회 전환 과정 중 
일어난 서방문화 열기의 영향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중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강력한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많 
은 대학생들이 교회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는 
신앙의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전세계에 
서 가장 광범위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 양종 
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숭배심리에서 나 
온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정신 
적으로 귀의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서 기독교의 열기 고조 현상과 선명

하게 대비되는 것이 중국에서 생성되고 성장 
한 종교이다. 그 중 대표적 인 종교인 도교(道 
敎)는 지금까지 크게 성장을 보인 적이 없다. 

전통적으로 도교의 영향력이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그 영향력은 계속 약화되는 추세 
이다. 이것은 물론 도교의 ‘청정무위(ᄈ無 
爲)’라는 특징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와 비교하여 도교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은 결코 자체적인 원인 때 
문만은 아니다. 사회가 현대화로 나가면서 전 
통을 둥지는 때라, 시대조류와 부합치 않아 
보이는 종교는 현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 
에 매력을 느끼는 대중들, 특히 젊은층들에게 
어필하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양 종교의 열기 현 
상은 결코 자체적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것만 
은 아니며, 전환기 사회 배경의 영향도 크다.

중국 종교의 다원화 경향

전통종교란 일반적으로 중국에 현존하는 5대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도교, 회교)를 말 
한다. 5대 종교는 개혁개방의 새로운 경향하 
에서 각각 새로운 분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 새로운 교파의 출현 > 

정규 종교단체의 지도력고h유리된 종교집단 
의 출현 > 지하세력 출현 둥으로 나타난다.

기독교의 경우 중국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 
온 새로운 교파와 본토에서 자생한 교파가 동 
시에 출현하고 있으며，자발적인 집회도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천주교에서도‘지하세력’ 

이 분리되고 불교> 도교에서도 불교애국협회， 
도교애국협회와 유리된 사찰, 승려, 도사가 
존재하며 이슬람교 중에도 교파 내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간종교가 근래에 많이 회생하 
고 있다. 중국 역사상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는 독특한 민간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5대 종교와의 구별을 위해 통칭 그것을 ‘민간 
신앙’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민간신앙은 
1와©년 해방 후 수십 년간에 걸친 ‘과학제창， 
봉건미신 반대’라는 구호로 인해 사라졌었다.



개혁개방의 진척과 경제적 발전에 따라 중 
국 민간의 전통의식도 점점 회생하며 활약하 
기 시작했다. 마조(媽祖〉, 삼일교(三一敎) 등 
이 대표적인 예인데，이들은 비록 민간신앙이 
라 불리우지만，종교적 색채가농후하여 특히 
종교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는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민간신앙 
이 현재 일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에서 
극심하다.

중국 종교에 있어 또 다른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해외의 신홍종교이다. 

몇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입해 들어 
와 활발히 자리잡고 세력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이 종교들은, 바하이교(巴 哈 胃 ), 영선 
진불교(靈仙眞 M e), 관음법문(觀音法門), 통 
일교(統ᅳ敎), 신약교회(新 ^ # )，여호와의 
증인(耶和華見 g t ) ,  문도회(門徒會), 영영교 
(靈靈敎) 등이다. 신홍종교는 일종의 국제적 
인 현상으로 대개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으며，교리의 해석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신비주의와 실용주의 경 
향을 띤다.

중국 종교의 세속화 추세

세속회늦 일반적으로 신성화<神聖化:)와 상대 
되어 언급된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 본연적 
으로 신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수십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종교 세속화 현상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종교도(宗 !^)는  신학 교리 
의 신앙과 열정에 대해 점차 담담해지고 있다. 

종교 관념 및 세속사에 대한 태도에도 모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 종교의 세속화 추세는 근래 수년간 매 
우 두드러진다. 그것은 주로 종교에 대한 신 
앙과 열정의 변화상에 표현되지 않고 세속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 
의 시장경제로 변화되면서 중국 전통의 경제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때문에 중국인 
고유의 농업 중시，상업 경시( f ig 輕商) 및 의 
를 중시하고 이익을 경시하는(重홍® 利) 전

통적 관념이 깨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 
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에 투신하도록 한다.

사회경제 생활의 변화는 중국 종교도의 경 
제관념에도 변화를 일으켜，그들에게 현대사 
회에서 경제가 사회와 개인생활에서 차지하 
는 위치를 인식하게 했다. 신도들도 비교적 
좋은 경제수입 이 있고 빈곤을 영원히 벗어버 
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치부(ᄈ )의  
소망은 젊은 신도일수록 더욱 강렬하다.

종교와 민족분규 문제

이것은 결코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종교문 
제는 지금도 여전히 민족분규 문제와 얽혀 나 
타난다. 종교와 민족의 복잡한 교차 상황에서 
우리는 구소련과 동구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민족모순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격화되는 현실에 주목하여，민족적 
차이와 민족적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 ̂강화하 
는 것은 옳지 않다. 마땅히 공통성과 각 민족 
의 단결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 
서, 내재되어 있는 재난이 발생되는 것을 피 
해야 한다.

종교에 대한 사회 여론의 변화

10,20년 전, 아니 5 ,6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 
대다수의 종교에 대한 인상은 부정적이었다. 

> 종교는 독초이고 유물주의오ᅡ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동이며
> 신도들은 사상이 낙후되고 당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간주하여 질시하고 
[>종교는 봉건 미신이며 신도는 우매하고 낙 
후된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여론은 이미 많이 변화되었다.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대략 다음과 같다.

0 비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진 않지만 종 
교에 대해서 예전 같은 적대 혹은 배척의 태 
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 종교도들을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 
는다.

[>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적지 않은 당원 간부



들이 ‘종교는 현재 중국사회에 실제적으로 유 
익하다’고 여기고 있다.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11회 
삼중전회 후 당의 종교정책의 결실이 이미 민 
심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종교가 어느 정도 신도들에 대해 도덕적 
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전환기에 몇몇 사회성원들 
이 금전적 유혹을 받고 있고> 도덕상실 현상 
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반감을 
갖고 있으며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국인둘의 열렬한 종교심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늘율 섬기는 제단인 
베이징의 천단(天壇)

사회 전환기 중국 종교에 나타나는 여러가 
지 새로운 추세에 대한 일반적 추론은 이 렇다. 

중국 종교는 크 게  발전할 것이다. 현실은 어 
찌될 것인가? 우리는 미래 중국 종교의 발전 
궤도에 대해 또 어떻게 예측해야 할 것인가?

간단히 말해, 나는 장래의 중국 종교 발전 
에 관한 문제는 상반되는 결론이라고 생각한 
다. 비록 현재 중국에 종교 발전을 추진하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종교 
발전을 억제하고 저해하는 요소들도 존재하 
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가 서로 맞서고 있어

종교가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발전적 추세를 
유지하겠지만，결코 왕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당연히 각 종교마다 다를 것이므로 
어떤 종교의 발전은 다른 것들에 비해 훨씬 
클 가능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현재 중국 종교발전을 추진하 
는 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생산력 발전수준의 제한 
> 과학기술의 상대적 발달 미흡 
^사람들의 인식수준의 제한 
> 서방문화 전입의 영향 
> 사회생활 중에 존재하는 불공평 
> 사회전환이 일으키는 심리적 불안정 

중국종교의 급속적인 발전 억제와 저해요 
인은 다음과 같다.

0 주체의식 형태(변증유물주의) 및 교육{무 
신론)과 종교의 충돌
> 중국 전통사상, 문화와 외래 종교에 대한 
내재적인 배척
D>전환기에 이익추구주의의 영향으로 신앙 
추구에 대해 담담해지는 것 
0 중국 종교의 내향적, 보수적 성향으로 인한 
외부 확충력 결핍

상술한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 유리한 요소 
와 불리한 요소의 종합작용으로 중국종교는 
비록 어느 기간 내에 급격히 중가 성장을 하 
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은 다시 하락하 
여 다시 정상발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종 
교가 장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기에 빠른 
속도로 중가, 성 장한다 할지라도 전체 상황은 
여전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으로 과도 
한 이상현상이 나타날 리 없다. 물론 이것은 
단지 사회상태 발전하에서 중국 종교발전의 
궤적에 대한 예측일 뿐이다.

‘적응’온 반드시 거쳐야 할 길

종교는 반드시 사회주의 제도에 적응해야 하 
3L, 중국 정서에 적응해야 하고，사회 변천에 
적응해야 하고̂  사회주의 현단계의 국가법률， 
법규와 방침 정책에 적응해야 한다. 역사적으 
로 종교는 각기 다른 사회 제도에 적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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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다른사회제도  ̂계급이익의 변화에 적 
응하는 것은 종교 자체의 존재와 발전의 객관 
적 필연이다. 그렇지 않다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의 사회에 대한 이러한 적응성은 
종교가 재생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교와사회주의 신시기가 서로 적응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다.

0 현 단계의 중국종교는 인민들에게 일종의 
人H상신앙으로 존재하고 있다.

종교는 다시는 제국주의，봉건세력 및 착취계 
급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40년 동안 엄격히 
정교(iSci오)분리 원칙을 이행해 왔다. 종교신 
앙은 하나의 인식문제인 것이다.

> 사회주의 현 단계의 의식형태는 종교의 존 
재를 포함하고 있다.

의식형태는 그 차례와 단계의 분류가 있다. 

공산주의 세계관은 최고 순서에 속하는데, 이 
는 사회가 최고 단계까지 발전해야 비로소 달 
성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 단계에서, 특 
히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 처한 
상황이므로 생산력 발달 상태는 여전히 불충 
분하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단지 여러 종류의 
관념(종교관념을 포함)과 다원화된 세계관을 
포함할 수 있을 뿐이다. 

t>‘적응’은 양방향이다. 협조는 수단이고 ‘적 
응’은 목적이다.

현재 당과 정부는 종교신앙 자유정책을 관철 
하고 있고 ̂ 객관적인 규율에 순응하고 있다.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이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현 단계의 종교가 객관적 규 
율에 의거하여 상호적응의 요구를 갖추는 것 
이 바로 ‘적응’이 현실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 
나 적응은 움직이는 과정이며 결코 단번에 성 
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부적응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협조를 거쳐야 
다시 적응하는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는 것이 
다. 이 적응■부적응-재적옹의 과정은 장차부 
단히 진행되어 갈 것이다.

彭*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종교연구소 
부연구원 겸 당대 종교연구실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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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은 중국，다시 만난 양떼들
양육의 절실한 필요에 놓인 중국 교회

메이쩡즈(梅增知)

이 글의 필자는 가정 교회 지도자 
로 사역하다80년대 말 미국으 
로 이민, 현재 복음중주협회 
(C.CL) 미국지부에서 활동하며 
중국으로 들어가 훈련 및 양육사 
역을 감당하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그의 양육경험기를 실을 예정이 
다 <편집자주>

.  .  중국으로 돌아가 형 
제자매들을 만나 볼 

1 ^  기회가 있었다. 3주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여섯 성(省) 

의 11개 지역을 방문하여 십여 차 
례 말씀을 전했다. 처음 며칠 동안 
은 미국에서부터 함께 동행한 몇 

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녔는데 
그 중에는 목사도 있었고 장년 및 
청년도 있었다. 그들도 각기 다른 
장소에서 현지 신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을 함께 나눌 기회 
를 가졌다. 우리는 주일예배, 동역 
자 모임, 청년부 임원 성경공부 모 
임, 여신도 부흥회, 기도회 둥 다양 
한 집회에 참석하느라 바쁜 일정 
을 보내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 
고 떨어져 있던 지체들이 영적으 
로 주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었 
던 시간이었다. 서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고 받았다. 오랜 기간 세 
계 교회의 바깥에서 고립되었던 
중국 신도들은 전세계 그리스도의 
가정의 일원으로써의 따뜻함을 느 
낄 수 있었고，비로소 그들 스스로 
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 
의 지체임을 경험하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몇 차 
례 모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과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중국의 
형제자매들은 늘 신앙서적을 좀 
더 많이 얻기를 학수고대하고 있 
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전력을 다 
해서 좀 더 많은 책을 갖고 가기로 
작정했다. ‘천여 권이 넘는 크고 작 
은 책들이 무사히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 대륙에 들어 가기 전,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도저히 잠올 
이룰 수 없었다. 하룻밤에도 몇 번 
씩 깨어나 간절히 기도했다.

‘주께서 긍훌히 여기사 은혜의 
손길을 펴시길…’

이렇게 간절히 구하다보니 내가 
처음 중국의 지하교회를 섬기던 
시절이 떠올랐다. 주님을 향해 나 

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이렇게 주님 
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한 것이 언 
제였던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 
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였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홀히 
여기셨다. 우리 일행은 일이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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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족히 되는 짐을 모두 순조롭게 

통과시켰다. 우리가 숙소에 도착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함께 
모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었 
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이 기쁜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으리라 믿 
는다.

주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는다.

바울이 매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그 
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의 중국 교 
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신도들이 신앙 때문에 구타 
당하고  ̂ 벌을 받고(벌금을 내 고 ), 

묶임을 당한다(수감됨)는 안타까 
운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그 
리스도의 복음은 갈수록 왕성해지 
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가정’ 형식의 교회들이 근 
래 들어 북방의 몇몇 지역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예수가정의 
신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함 
께 예배를 드린다. 최근 정부에서 
불도저를 이용，그들의 집을 밀어 
버렸으며 각 지역 예수가정의 가 
장(책임자를 지칭)들을 체포해갔 
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은 불도저 
로 밀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깎 
여 평평하게 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변함없이 주일이면 형제 
자매들이 무너진 폐허 위에 모여 
선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들이 애달프고 슬픈 심 
정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내게 이 
러한 일들을 일러준 모 형제는 예 
수가정의 구성원은 아니 었지만 주 
일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 
께 예배를 드렸다. 상심한 많은 형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끼■지 
이들에게는 양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자매들이 그에게 울며 호소했다.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부서져 가 
루가 되었어요”

형제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 
러나 하나님의 집은 결코 부숴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H형제는 Y현에서 섬긴 지 삼십여 
년이 된다. 80년대에 중국 교회가 
다시 공개적으로 예배당에서 집회 
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는 교회 
사역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 
자 정부의 간부는 그가 자신의 말 
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그가 나이가 많아 퇴직하여 
쉬어야 한다는 구실을 삼아 그를 
내쫓으려 했다. 대신 젊은 신학생 
을 그의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그 
신학생은 그 교회 신도들에게 환 
영받지 못하였고  ̂모두들 그의 신 
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

분의 신도들은 모두 다른 청년 신 
도가 교회사역을 맡아 주기를 원 
했다.

어느 주일 새벽, 현의 통전부장 
(統戰部長)이 직접 예배당으로 찾 
아와 앞으로 걸어가더니 강대상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예배 전에 
모인 신도들로 하여금 그의 지시 
에 따라 그 신학생을 교회의 책임 
자로 임명하는 것을 수락할 것을 
강요하였다. 잠시 후 교회에 와서 
이같은 상황을 본 신도들은 모두 
분개하였다. 그들은 교회 일에 간 
섭하고 집회를 방해하는 통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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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난하는 의미로 모두 찬송가 
를 부르고 기도를 함으로써 불만 
을 표시했다. 통전부장은 당장 나 
가서 공안국의 과장, 파출소 소장 
을 데려왔지만 무런 소용이 없 
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과 
연 누가 H형제를 대신해서 교회사 
역을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표 
결에 부치겠다고 신도들이 버티는 
바람에 간부는 하는 수 없이 옆에 
서 지켜보며 기다렸다. 예배 후에 
신도들이 손을 들어 표결하니 단 
두 명만 그 신학생이 교회 책임자 
가 되는 것을 찬성했으며, 나머지 
이백여 명은 모두 그들 스스로 선 

출한 청년을 지지했다. 이 때 통전 
부장이 급히 강대상 위로 뛰어 올 
라와서는 이 표결은 무효라고 선 
포하였다. 그는 또 이러한 방법이 
민주적이긴 하지만 의견의 일치가 
안 된다며 기어이 자기가 선출한 
신학생이 그곳 교회의 책임자라고 
우겼다.

신학생이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 
하기 시작했으나 매번 참석하는 
사람은 열 명도 채 안 되었고 몇 
주가 지나자 더이상 집회를 지속 
해 나갈 방법 이 없었다. 하지만 다 
른 형제자매들은 그 외의 시간에 
따로 모여 계속 집회를 가졌다. 통 
전부장이 교회를 강제로 차지한 
그 날로부터 일주일 후, 그의 외아 
들이 사고로 물에 빠져 죽었다. 다 

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그 자신이 두 다리로 더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는 교회사역에 관여할 수 없게 되 
었다. H형제는 내게 이 일을 알려 
주면서, 지금 이와 같은 난관이 여

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며 우리들에게 중보기도를 잊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 

하지 말라”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나를 
매우 기쁘게 한 몇 가지 일이 있었 
다. 그 중의 하나는 현재 각 지역의 
주일학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각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주일학

교 교재를 요청한 곳이 적어도4-5 

곳이 되었다. 비록 대부분의 지역 
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동 
에게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강요 
하고 있으며, 학교 교사 중에도 그 
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제 
대로 집행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한 둣 했다. 오히려 더욱 많은 가 
정교회와 몇몇 공개교회(삼자교 
회) 안에서 주일학교 사역이 놀랍 
게 발전하고 있었다. 청소년과 어

린이들도 어른들 못지 않게 진리 
에 대한 갈망이 뜨겁다. 이는 중국 
교회 안에 지금 새로운 세대가 자 
라나고 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교회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 
다.

부흉하는 성경공부반

그 외에도 나에게 비교적 깊은 인 
상을 심어 준 것은 성경공부반이 
곳곳에서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러 한 성 경 공부반에 참가하는 사 
람들의 대다수는 헌신된 청년들이 
다. 이 것은 나이 많은 사역자가 젊 
은 사역자를 이끄는 가장 좋은 방 
법일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집회 처 
소(聚會點)를 파악하는 이상적인 
길이기도 하다.

성경공부반에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 맡고 있는 처소가 있 
기 때문에 성경공부반은 일종의 
동역자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처소를 서 
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금 염려스러운 점은 성경공부반 
을 이끄는 장년 사역자들이 서로 
당파를 나누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장년 사 
역자가 모임을 이끌지 않는다면 
젊은 사역자들이 따르지 않고> 진 
리를 배우는 과정 중에 모르면서 
도 는 척하고 억지해석과 억지 
주장이 난무하여, 함께 모이는 귀 
중한 시간을 쓸모없는 말다툼에 
낭비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공부반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는 영적 생명의 연륜이 깊고 노련 
한 사역자의 지도와 각종 성경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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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려문 질문에 해답옴

만약 여러분이 중국의 어느 곳을 
방문하게 되면 형제 자매들은 으 
레 수많은 질문을 던져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다. 이러한 질 
문은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경험과 
방법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질문에 대답할 
때는，서양의 관습이 유일한 방법 
인 양 함부로 대답하지 않도록 특 
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실 그들이 
질문을 할 때에는 이미 자기 나름 
대로의 대답을 염두에 두고 질문 
하는 것이다. 다만 서양(혹은 외국 
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그들의 생각과 같은지 한번 확인 
해 보고 싶을 따름이다. 어떤 질문 
들은 대답하기 매우 어렵다. 이번 
에도 수차례 다음과 같은 어려운 
질문을 받곤 하였다.

•  한 형제가 병원에서 근무하 
는데，그의 상관은 늘 상부의 지시 
에 따라 허위로 숫자나 병력 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그에 게 명 령 했다. 

형제가 거절하자 상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 전체의 장래와 
그가 받게될 상여금 수입에 큰 영 
향이 미칠 거라고 경고하였다. 그 
래도 형제가 계속 완강하게 버티 
자，자신이 직접 거짓 보고서를 작 
성하되 형제에게는 서명만 하도록 
했다. 그렇게 여러 차례 강요를 당 
하다 보니 형제는 무척 갈등하며 
괴로워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 
외에 이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있 
겠는가?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혼

히 부딪히는 문제이다. 허위가 가 
득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지킬 수 있 
는^f?

•  어떤 지역에 적지 않은 신도 
들이 있었다. 외딴 산골이라 교회 
일을 책임지는 형제는 매우 나이 
가 어리다. 섬기려는 뜻은 있지만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어떤 식으 
로 일들을 분배해야 할지 전혀 모 
론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는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발전 
시카고 신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  평일 저녁에 있는 집회가 마 
침 TV 프로그램의 황금시간에 진 
행되기 때문에 신도들이 참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여러 전도인들이 내게 어떻 
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매주 여 
러 번의 설교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중분한 메시지를 전하기란 쉽지 
않다. 신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설 
교를 듣도록 하는 것은 더욱 어렵 
다고 한다. 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바로 어떻게 설교해야 신 
도들이 설교를 즐겨 들을 수 있는 
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역자들은 
매 집회마다 다른 메시지를 제공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카리스마 
적인 성격의 집회로 방향을 바꾸 
기도 한단다.

다음호에 계속

번역/ 서울대 중국어 성경반

I 선교밀꾼을
찾습니다

£ 라 노 이 |외 서 그 회

두란노 해외선교희(TTM)에서는 

12억의 영혼이 추수를 기다리는 

넓은 들판에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함께 이루어 

갈 전문인 사역자를 찾습니다.

人떠내용
피아노 교사, 국어교사,
치과위생사 커피숍 봉사자,
농업, 원예전공자 
기 간
1년 또는 장기 
문 의
Tel. 796~130(X교 603) 
Fax.749-5498 
주 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박림빌딩 6층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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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전도종족 입양 및 

협력 사역

위쥐엔루이 (余筒瑞)

머리말

1991년 홍콩에서 개최된「중국선교대회」에 
서 중국 55개 소수민족을 향한 복음전파의 도 
전이 부각되었다. 동시에 ‘AAKAdopting A  

Ptople)； 즉 ‘미전도종족 입잉운동’도 제시되 
었다. 이 계획은 교회 또는 선교단체가 하나 
의 미전도종족을 목표로 삼아 장기적으로 그 
종족에게 헌신하과 현지에 교회를 조직하고 
전략을 세워 그 교회가 독립적으로 복음사역 
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상, 미전도종족 선교는 ‘집중적’(한 종 
족을 선택)이고> ‘장기적인 헌신’(일정한 기간 
을 설정)이 가능해야 하고/ 임기웅변’(교회와 
선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AAP의 개념이기 
도하다.

나는 이 전략에 흥미를 갖고 있는 많은 사 
람들 중의 하나로서, 이 비전을 중국복음회 
(CM )와 중국 선도신학원(中國宣iS P P K ) 

에 소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입양사역을 준비할 것인지, 또 언제 이 전 
략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를 생각할 때 중국복 
음회가 중국선교단체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소수민족 선교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인으로서 우리는 중국의 주된 종족인

한족(? IR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 
통하다고 자부해왔지만，문화적 차이를 초월 
해야 하는 소수민족 선교사역에 있어서는 경 
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의 주 
사역들은 통신 신학교나 양육 등 특정 방면에 
집중되어 있어 AAP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멀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양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입양전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입양을 행동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한 종족을 택하여 ‘그들 
이 입양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입 
양하러 가기를 자원하는 것’이 더 기본적이라 
는 것을 인식해야 했다.

창의적인 입양전략

입양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93년 중국선도신 
학원은 중국선교그룹(CMG)을 조직하여 중 
국에서 1년 동안 양육사역을 할 학생을 모집 
했다. 이 밖에도 93년도 1년제 중국선교훈련 
과정(CMTI)을 개설하여 2개월마다 학생을 
모집하여 중국에 보냈다. 이 두 과정의 취지 
는 입양계획의 준비단계라는 것이다. 중국선 
교그룹의 학생들이 2주마다 홍콩과 가까운 
중국 국경 지역에 들어가 정기적으로 양육사 
역을 하는 것이다. 길게는 한 달 정도 머물며 
비교적 먼 지역에까지 가서 훈련장소와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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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을 설정한다.

우리는 입양원칙에 의거하여 이 전략을 발 
전시켰고  ̂ 이 과정에서 전략상 운용할 수 있 
는 새로운 방향과 창의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양 및 거점 확보

대개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농촌의 은밀한 장 
소를 선택하여 집회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남부지 역의 거주지를 선택하여 사역을 하였 
는데 장소 선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근에 공장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 온 노동 
자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 
로는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오 
가는 시간을 절약하여 훈련하는 시간으로 사 
용할수 있다. 이 밖에도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일상적인 필요를 배려해 줄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 일단 안전한 거점이 확보되면 그곳을 
일종의 ‘경배와훈련센터’로 만들어 효과적인 
지도자 양육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입양 프로젝트

우리의 팀 훈련이 더욱 체계적이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을 서로 조정해 팀원들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업을 맡도록 
해야 한다. 매번 집회 때마다 자신이 담당한 
과목만 가르치면 중복을 피할 수 있고 ̂ 훈련 
받는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내에 일관성 있고 
완전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해외의 많은 
헌신된 신도들이 중국 교회를 돕기 원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지나치게 자질구레하 
고 체계적이지 않아서，배우는 이들에게 도움 
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종 
종 있다. 만약 입양원칙을 착실히 실행한다면 
이헌 문제들이 해결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수 
준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온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달 간의 훈련을 제 
공한다. 신학교 공부에 벅찬 학생들에게，더 
군다나 바쁜 강의 과정 중에 이 사역을 요구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시도였다. 하지만 
우리는 강의가 없는 날 팀 별로 돌아가면서 중 
국에 들어가 하루 내지 이틀 동안의 집중 코 
스를 진행시키는 것을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 
았다. 현재 중국선도신학원의 교사와 교목 
(徽 )도  이 사역에 요청받아 참여하고 있는 
데, 그들이 매주 하루를 택해 현지에서 훈련 
을 담당해 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후에 훈련받는 이들의 필요도 있고 우리 역 
시 경험이 쌓이기도 하여，집중코스의 기간을 
한 달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하는 전략 
을 잘 실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이러한 
방향을 고수하면서，만약 하나의 사업을 개설 
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 
다면 일하는 이외의 시간을 훈련하는 시간으 
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물론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 더 많은 팀

입양시기

주말에 정기적으로 중국 내의 기독교 성도들 
을 훈련하는 것 외에도« 이따금 각 성(省)에서

丄"r

도들 ᅳ ^

윈난(雲南)성 라후(拉枯) 족 할머니:가 
열심히 수를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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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튤 믿는 신장의 위구르족. 예배하기 전, 주전자의 깨끗한 물로 목욕한다. 

이들에게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해중 자는 누구인가?

을 개발하여 이러한 지역의 영혼들을 입양해 
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골, 시, 현(縣) 심지어 한 성 
(省)을 입양해야 할 도전을 받고 있다. 다른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입양전략이 필요하다.

소수민족 입양전략

’94년까지 소수민족 입양은 없었지만 ’91년에 
이미 그들과의 접촉은 시작되었었다. 단기선 
교팀은 신장(新疆), 윈난(雲南)과 광시 장족 
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에 이르는 소수민족 
지 역을 탐방하였고 ̂또 중국에서 2주 동안 소 
수민족에 대한 학습훈련과정을 수료했다. 비 
록 이러한 탐사 여행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비전을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귀중한 경험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 밖에도 앞서 언급한 입양경험은 소수민 
족 입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이 계획을가까운 도시에서 실행할수 있다면， 
산간벽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에게 
도 가능하지 않을까?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니 55개 소수민족 중 한 민족을 목표로 삼 
아 일을 진행시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느끼 게 되 었다. 어 느 종족이 나 마찬가

지로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매우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다른 종족과 비교하여 
그 중에 헌신할만한 한 종족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 
로 한 종족과의 접촉은 한계가 있으며, 효과 
적인 사역을 이룰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이 이 종족들과 만나기 위해 먼 
곳으로 갈 때，그것을 받쳐 줄만한 선교적 경 
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 놀라운 돌파구 
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중북입양 파트너쉽

기도편지와 잡지에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를 
이미 몇 차례 싣긴 했지만 아직 소수민족에 
대한 사역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몇 
몇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미 이 영역에서 심 
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방면에 종사하는 기 
독교 단체들이 우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료를 교환하고 함께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을 ‘중복입양 파트너쉽’ (M ilti- 

Adoption partnership)이라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협력유형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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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한 종족 입양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한 종족 입양계획은 입양 
대상과 입 양단체가 하나이지 만，‘중복입 양 파 
트너쉽’은 입양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 
으로서 다른 단체와의 긴밀한 단결과 협력을 
유지하여 피입양자에 대한 복음사역을 강화 
하는 것이다.

중국복음회 와 중국선도신학원은 ’94년 7월 
에 다른 두 교회, 그리고 몇몇 전문인 사역자 
와 전략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중국 남부 
지역의 한 종족을 입양하였다. 이것은 실로 
여러 협력자들의 도움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 
는 일이었다.

입양한 교회

우리와 협 력한 두 교회 중의 하나는 미국 교 
회이고 또 하나는 홍콩 교회이다. ’94년 7월 
우리의 첫 번째 연합팀은 중국에 도착하여 각 
팀별로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을 탐방, 조사 
했다. 미국 팀은 현지의 학교에서 영어를 가 
르치면서 수업 이 끝난 후에는 교수와 학생들 
에게 복음을 전하였고ᅳ 시골에 가서 학생들의 
가족을 방문하기도 했다. 홍콩 팀은 시골로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팀원 중에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마침 그들이 간 지 역 
에 수재(水災)가 발생하여 그의 의료 봉사를 
계기로 12명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 
다-

우리와 협력한 두 교회 모두 든든한 선교적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였다. 담임목사도 선 
교적 소명이 강한 분이라 적극적으로 종족입 
양 계획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 계획은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단기선교팀을 파견해 지역을 정탐한 
후’ 복음회와 중국선도신학원팀이 복음전파 
와 훈련 사역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홍콩 
혹은 미국의 교회에서 직접 선교사를 그 지역 
에 파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사역을 통해 
고정된 팀을 파견하고 탐색하는 전략을 발전 
시킬 수 있다.

전문인 사역자와의 협력

몇 명의 전문인 선교사들이 이 협력 사역에 
참여 했다. 한 기독교인 사업가 역시 비지니스 
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 
들이 여행지에서 호텔을 개업하면 우리 팀에 
게 숙식할 장소와 사역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우리 선교단체는 그곳의 수공예품 
수출을 대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의료 봉사로서 사 
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의 주 
민들은 3시간 등안 걸어야 가장 가까운 시에 
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의료혜택이 
절실한 지역에 진료소를 세운다면 현지 주민 
들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외지 
기독교 의사에게는 의료사역에 참여하는 기 
희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략 코디네이터

오늘날 선교는 경험있는 선교사를 파견해 전 
략 코디네이터로 만드는 추세에 있다. 그들의 
사역은 가까운 종족을 목표로 삼아 장소를 탐

전통의상을 입은 하니(哈尼)족 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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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고 연구센터의 일을 담당하며, 연락자를 
물색하여 각기 다른 필요에 맞추어 자원을 분 
배하는 일 등이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 
서 선교사역이 미전도종족에게 닿을 수 있도 
록 협조하는 일을 한다. 나는 일찍이 소수민 
족과 각 성(省) 조사에 특별히 뛰어4  재능을 
발휘했던 몇 명의 전략 코디네이터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남부의 한 민족을 입양하기 전에， 
2년 동안 그 소수민족을 탐색하는 데 애써왔 
던 한 명의 전략 코디네이터와 접촉할 수 있 
었다. 이 형제로 인해 그 소수민족의 상황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효과적 운용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 
었다. 이 형제는 그 사역의 성격상 직접 현장 
에 참여하는 것은 피해야 했기 때문에, 이 소 
수민족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매우 기쁘 
게 생각했다.

이렇게 협력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협력사역이 없다면 
소수민족을 향한 실제적인 사역의 길은 무척 
험난할 것이다.

종복입양 협력사역에 있어서 복용회와 중국 

선도신학원의 역할

중복입양 협력사역을 하면서 중국복음회는 
연구, 훈련, 파견 사역에 강한 우리의 특수성 
에 따라, 소수민족 선교사역에 있어서의 전략 
과 훈련과정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들의 언어, 역사, 종교와 문화 둥을 연구하고 
또 선교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전념했다. 

훈련 방면에서는 연구 성과와 실습 경험을 토 
대로 훈련방식을 발전시켜, 중국선도신학원 
의 교과과정과 교회 팀이 이 소수민족에게 효 
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 적 
용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선도신학원의 학생 
과 졸업생들이 바로 이 소수민족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대응

한 종족 입양에서 중복입양 협력사역까지 우 
리는 소수민족을 향한 복음전파를 위한 새로 
운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교 
회와 미국교회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한족(漢 
族) 복음화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입양 
계획을 우선 비교적 개방적이고 접근이 용이 
한 한족에게 실천한 후, 점차로 먼 곳의 소수 
민족에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들이 중국 복음사역에 참여하기를 원 
한다면 중국복음회와 중국선도신학원은 협 
력할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 만약 어떤 한 종족을 
탐색하는 데 흥미를 갖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방면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 복음회, 중 
국선도신학원을 위해 기도해주기를 바라며 
매년 더 많은 종족이 입양되어 의미 있는 협 
력 계획과 효과있는 전략이 발전되기를 기대 
한다.

이 글 은 「中國與福音」 95. 3/4 第5M 에 실린 ‘中 
國宣敎的新策略, 認領一民及多層次聯合承包制’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사 SV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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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

의 일부 목회자들은 성경의 일부 
분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심지어 
신학자나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 

한 신앙까지 부정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세속화 되어버린 오늘날 종종 듣게 되는 일이 
다. 이런 목회자들은자신이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나 신조에 불순종하는 까닭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신앙에 대한 진지함’ 때문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말만 있고 믿음은 없는, 신앙 
과 불신앙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직분자들인 
것이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직상의 필요에 
의해 목사가 된다. 정치적으로 당의 지도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는 것은, 당과 
정부가 교회 목회자에 게 요구하는 기본적 요 
구이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교회 목회자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을 ‘법에 의거 
해 종교 사무를 관리한다’라고 말한다. 즉 정 
부가 종교에 관련된 법률, 법규와 정책의 실 
시를 관철하며, 행정관리와 감독을 수행하겠 
다는 것이다. 관리 대상은 당연히 애국적인 
종교 인사와 단체들이다. 왜냐하면 관리가 미 
칠 수 없는 기타 종교 단체와 개인이라면 당 
연히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와 감독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관리하는 것이다. 무신론의 의식형 
태로 종교를 관리하니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오늘날의 중

국은 아직도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의 
색채가 농후한 사회이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질 리 없다.

“많은 간부들이 월권행사, 청탁 등에 익숙 
해 있고.종교가 사회주의에 부응해야 하는 것 
을 마치 간부의 뜻과 이익에 부응해야 하는 
것으로 여 기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n

중국기독교협회 딩광쉰(了光訓) 주교는 일 
찌기 1988년에도 국무원 종교국에 편지를 띄 
워 ‘정부가 기독교 자체의 일을 지나치게 간 
섭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떤 간부는 사람을 단결시킬 수 있는 핵 
심 인물은 절대 기용하지 않는다. 도리어 신 
도들의 교회 사랑을 질책하고 그들을 다루기 
어렵다고 질책한다. 대신 신앙도 약하고사람 
들과 화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평판이 나쁜 
사람을 ‘적극분자’로 내세워 정부의 간부를 
대신하여 명령을 내리게 한다. 심한 경우 교 
회에 사람이 없다는 구실로 종교사무 부문의 
공산당원을 교회 내에 들여 무신론의 교회를 
만들기도 한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단 말인 
가?2)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종 
교적 수양이 없고 평판이 나쁜 교회 밖의 사 
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교회의 지도자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즉 목사를 비롯 
하여 여러 위원，비서장, 사무실 주임 등의 인 
선(ᄉS )은 간부들의 소관이고 교회는 발언 
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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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의 인선이 정부 간부들의 
예도 있다. 베이징의 한 교회에서 삼자애국운동위원

예를 들어 강남(江南)의 어떤 현에서는 문 
화대혁 명 후 신도의 수가 매우 빠르게 중가했 
으나, 그 지방의 전도사 중에 신학교육을 받 
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곳 교회의 
신도들을 궤도에 오르게 해서 정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하려면 목사를 세워야 했다. 신 
도들은 당연히 목사가 그들이 잘0]는 전도인 
들 중에서 나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많은 사 
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부임한 목사는 학교 
직 원이었으며 모두가 알고 있던 신도도 아니 
었다.

그 목사가 부임한 후 그의 가장 중요한 임 
무는 마치 늘어나는 신도 수를 억 제하고 교회 
의 사역과 활동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것 
만 같았다. 결국 오래지 않아 교회는 분열되 
었고 모든 사역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그 목 
사의 명망(?)에는 조금도 금이 가지 않았다.

남쪽 지방의 관광 명승지에 위치한 Y교회 
에도 80년대 초’ 모 성(省)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한 목사가 있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교회 
의 담임 목사로 갈 것을 계속 설득하자, 그는

소관이기 때문에 일부 신앙이 없는 목사를 기용sh는 
주석인 인지핑(殷德增)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결국 견디지 못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목사’ 

가 되었다. Y 교회가 교회당을 반환받는 과정 
에서 이 목사는 시종일관부정적인 태도를 보 
였다. 목사 가운을 걸친 이 사람은 품행과 덕 
행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 수준도 청중들을 
실망시켰다. 그는 겉으로는 삼자{三自)를 표 
명 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파괴 했다. 선도들 
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것이 바로 위축형 교회의 모델인 것이다.

북쪽 지방의 한 교회 목사는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다. 더이상 참지 못한 신도들은 그 
가 목사로 합당하지 않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그 곳 간부들은 오히려 “우리가 목사라고 하 
는 사람은 다 목사다!”라며 고소를 일축하였 
다. 대체로 이런 류의 ‘목사’ 대다수는 좌익성 
향이 농후하여 교회건설, 후계자 양성 및 신 
도양육 등의 문제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오히 
려 방해하고 저지한다.

교회의 재산을 돌려받은 다음, 이러한 ‘목 
사’들은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상급 
기관(정부)에만 굉장한 선심을 베푼다. 설이 
나 명절이 돌아오면 교회의 돈으로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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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준다. 

또한, 교회 재산을 저 렴한 가격으로 팔아넘 겨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그들은 이러한 독단적인 횡포로 오히려 관 
련 기관의 신임과 후원을 얻었다. 이러한 이 
유로 중국교회의 재정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 
다. 만약 누구라도 이에 대해 질문을 하면 공 
안을 불러 ‘처리’한다.

그들은, 신도들이 예수를 주(主)로 여기듯 
이 ‘목사’인 그들은 예수의 대언자이기 때문 
에 교회는 결코 민주적일 수 없다고 공언한다. 

그들은 자주 개인 명의로 교회 명의를 대신하 
고 교회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면서도 아무 
런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린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 
력이 하나님과 신도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목사’라는 사람은 아무 거리낌없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권력이 없을 수 있어?”라고 
말한다. 이런 부류의 목사는 신도를 거의 심 
방하지 않으며, 평소에 교회 안에서는 그림자 
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은 외부인들을 접대 
하고 크고 작은 회의를 여는 데 열중할 따름 
이다.

교회 안에 이런 목사가 있게 되면 신도들은 
무척 상심한다. 어떤 사람은 전국 양회(兩會: 

기독교협회와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 

혹은성 양회에 이러한내용을써서 고소하기 
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장은 항상 그곳 
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되돌려져 신도들의 곤 
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진상을 알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 
지만，관련 기관의 간부가 동의하지 않아 어 
쩔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성(省)의 교회들은 전국 기독교 제4차 
회의(1986)의 정신에 근거하여「건전한 교회 
의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이라는 문안을 통 
과시켰다. 이 문안 중에는 목사의 성직을 ‘교 
회 내에서의 종신직’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안 중에는 “교회규칙을

위반하고 삼자원칙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주 
의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모든 성직자는 그 
곳 교회 지(地), 시(市)와 성(省) 기독교 양회 
에 보표 청원하여 그의 성직을 면하고 더 엄 
중히 하자면 교적에서 제해버릴 수도 있다” 

고 표명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 문안은 사실상 유명무 
실하다.

따라서 교회가 목사라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목사를 파면할 것을 요청한다 해호 정 
부 측은 오히려 평소 ‘눈엣가시’로 여기던 목 
사를 갈아 치우는 데 이 문안을 사용한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1) { 橋》64호. p. 6 중국기독교협회 딩광쉰(丁光 
訓) 주교의 신년사
2) <橋》33호. p. 6 참조
3) <橋》60호■ p. 5 참조> 정협회의에서의 딩 주교 
의 발언

신도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중국 교회. 

이들에게는 진실한 목사가 필요하다.

이 글은 <橋- 中 會 動 態 > 69기 “T O 不信神怎麽» ? ” 
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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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극 그호1 스스!

삼자교회 소식

상하이 성도 성탄절 행사 참여

성탄 전야에 상하이(上海)의 각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 
’95년 성탄절을 성대하게 맞이했 
다. 상하이의 목은당(沐恩堂), 국 
제예배당(ᄈ톨拜堂)，회은당 
(懷恩堂) 등 시, 구의 교회를 모두 
개방하여 각 지역에서 오는 기독 
교인들을 맞이하였다.

현재 상하이에는 14개 구와 16 

개 현에 27개의 교회와 80여 개의 
집회 장소가 있다. 그 중 30여 곳 
은 최근 10년 내에 신설된 것이다. 

현재 40여 명의 목사, 120명의 장 
전도사，14명의 여자 목사가 

있으며, 매년 5~6천 명의 새신자 
가 등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독교 소속인 화동 
신학원(華^ P K )은 상하이와 
산동(山東), 저장(« E ), 푸지엔 
(福建), 장시(江西) 둥의 지역을 
위해 청년 신학생을 양육하고 있 
다.

(明報 95. 12. 25)

천주교 삼자에국회의 부당한 처 

사에 궐기한 시아먼(夏門} 성당 

신도*

시아먼 성당은시아먼에서 배로5 

분 거리에 있는 유명한 피서지 고 
랑도(鼓浪島)에 있다. 최근 이 아 
름답고 고요한 교회가 시끄러워

졌다. 천주교 삼자애국회(天卞敎 
三自愛國會)가 교회 부속 3층 건 
물을 가라오케와 비디오방 등 향 
락업체에게 임대해 주었기 때문 
이다. 문제가 된 3층 건물은 예전 
에 사제관으로 쓰이던 건물로서 
애국회가 교회 자체경비를 충당 
하기 위해 1906년부터 호텔로 경 
영해 왔다.

시아먼 성당은 문화혁명 시기 
에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1981년 
10월 1일 천주교회로 환원됐다. 

당시 많은 신도들이 직접 교회의 
보수에 나섰고  ̂그해 성탄절부터 
미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현재는 
매주 수백 명의 국내외 신자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다.

신도들은 애국회의 이번 처사 
가 부당하다고 궐기하였다. 성당 
에 올 때마다 입구의 향락가를 지 
나쳐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 
염되는 것 같다는 것이다. ’95년 
12월 25일 오전 성탄미사 후，전 
교우가 항의 시위를 벌였고,베이징 
국무원 종교국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

그 동안 천주교 삼자애국회 인 
사들은 교회재산 관리라는 미명 
하에, 사리사욕을 채우고 신부에 
게 무례히 행동하여 왔다. 얼마 전 
에도 그들의 음모와 비 행을 밝히 
려 했던 장(江) 신부가 쫓겨난 바 
있다. 또한 최근 현지 정부가 성 
당수리비로 인민폐 15만 원을 지 
급했으나 애국희 인사가그중3만

원을 개인적인 교제비로 쓴 것 역 
시 밝혀졌다.

(公 織  96.1. 5)

온저우(溫 州}시 ‘평신도 지도자 

양육센터’와 ‘금콩{ 金陵) 성경통 

신반 지도센터’ 설립

저장(M D 성 온저우시에는 약 
60만 명의 신도가 있으나 목회자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 
서 평신도 지도자가 성직을 감당 
하고 있는 교회가 많다. 이에 온저 
우시 기독교 양회는 1995년 8월 
19일 회의를 열어 ‘평신도 지도자 
양육계획’을 통과시키고 ‘기독교 
평신도 지도자 양육센터’와 ‘온저 
우시 난징(南京) 금릉협화신학교 
성경통신반 지도센터’를 설립했 
다.

현재 성경연수반은 2년제，4학 
기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소정 
의 학제를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 
야만 수료증을 주게 되어 있다. 난 
징(南京) 금롱협화신학교 성경통. 

신반은 온저우시 ‘금릉협화신학 
교 성경통신반 지도센터’의 설립 
에 동의하고> 매년 한 차례 금릉 
성경통신반에서 온저우시로 교 
수를 파견해 직접 가르치고 평소 
에는 ‘지도센터’가 교육을 담당하 
도록 하였다. 이로써 더욱 많은 성 
도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 
다.

( m  9 6 .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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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권백서는 1991 년 12월 발표 
한 첫 번째 백서인 <중국의 인권 
상황>의 반정도의 분량으로 두 
백서는 서언 및 10개의 서로 다른 
범주의 인권 문제 부분을 포함하 
고 있다.

략히 표명하고 통계 숫자만 간단 
히 열거하였을 뿐이다.

이 백서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 
는 4백여만 명의 천주교 신자，2천 
7백 명의 성직자, 천여 개의 천주 
교회가 있고, 약6백5십만 명의 개

중국의 종교정책

중국의 두 번 찌! 인권백서， 

정상적인 종 교 동  보호 재천명

중국 당국은 두 번째로 발표한 인 
권백서에서 국가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재천명했다. 

그러나 외국의 세력이 중국의 종 
교를 지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고 재삼 강조했다.

이만 삼천자에 달하는 이번 백 
서는 <중국 인권사업의 진전>이 
라 칭하였고 중국 국무원 신문사 
무실이 ’95년 12월 17일에 발표한 
것으로 첫 번째 인권백서가 공포 
된 지 4년 만의 일이다.

<주민, 정치권리>의 첫장에서 
국가는 헌법과 법률 규정에 근거 
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상적인 종 
교활동 보장을 재천명했다. 그러 
나 그와 동시에 ‘어떠한 사람도 종 
교로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국 
민의 안녕을 해치고 국가교육제 
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밖에, 진정한 종교 신앙의 자 
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종교 단체 
와 종교 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 배 
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1991년의 첫 번째 백서는 종교 
정책과 종교 발전에 대해 거듭 강 
조했었으나 이번에 발표된 백서 
는 국가의 일관된 종교정 책을 간

신교 신도  ̂ 1만 8천여 명의 목사, 

8천 개의 교회, 2만여 개의 간단한 
집회장소가 있다고 한다.

중국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전 
파되어 있는 불교와 도교의 통계 
숫자는 아직 없으나 이슬람 교인 
은 약 천7백만 명, 사원은 2만 6천 
여 개가 있다고 한다. 중국에는 또 
한 총 2천여 개의 종교 사회단체 
와 48개의 종교 대학교가 있다고 
지적했^ •

(ᄌ± 1 ®  洲通信社, 96.1.10)

기독교 탄압 강화

중국 당국이 허가되지 않은 기독 
교 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인권단체인 ‘아시아 
워치 (Asia Watch)’에 의하면 기 
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에는 ‘외국 
인 접촉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 
며 이는 모든 종교와사회적 이견 
을 상대로 지난 ’94년부터 전개하 
기 시작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미키 슈피겔씨는 중 
국 당국이 ‘종교를 가진 모든 사 
람, 특히 기독교인을 잠재적인 불 
안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워치는 또 중국 당국의 공 
식적인 입장은 ‘해외로부터 유입 
된 적대분자들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과 결탁해 동요를 일으키 
고 합법적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종교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모나 재산 또는 명 
성이 큰 교회들과 소속 기관은 중 
국 공산당이나정부와 경쟁이 되 
는 것으로 간주돼 탄압을 받아왔 
다고 아시아 워치는 덧붙였다. 

(조선일보，9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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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습강요(宗敎學習綱要)

국영 <종교문화출판사> 첫 출판물
중국 종교사무국이 ’95년 2월에 설립한〈종교문화출판사〉는 ’95년에 그 첫 번째 출판물로 전(前) 

국무원 종교사무국 국장인 장성쭈어(張聲作)가 편집한〈종교학습강요〉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종 
교를 가장한 국외 적대 세력의 침투를 경계하고 저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외 적대 세력이 방송국 설립, 종교 선전물 밀수，관광, 친지방문, 비지니스，유학 등의 기회로 
전도 활동을 하는 것, 일이나 학업을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사림에게 전도하는 것, 지하세력 배양 
등의 방법으로 조국을 분열시키고 민족 단결을 저해하려고 하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 아것이 불안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각 종교 단체와 사찰, 교회 둥이 홍콩 . 마카오 . 대만의 동표 국외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애국종교단체가 내적으로 잘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양로원, 진료소  ̂장애자 보호시설 등 사회공익 사업에 더욱 힘쓸 것을 요구했 
다-

과거에도 국무원 종교사무국이 펴낸 ‘종교정책’에 관한 책은 여러 권 있었으나 각 급 간부가 학습할 
수 있는 소책자 형식은〈종교학습강요〉가 처음이다. .

〈종교학습강요〉는 제1장 「종교문제에 정확히 대처해야 하는 중요 의의」, 제2장 「종교문제에 
대처하는 사상-마르크스주의 종교관」，제3장 「우리나라사회주의 시기의 종교문제」，제4장 「종교 
신앙 자유의 존중과 보호」, 제5장 「국가의 합법적인 종교사무 관할」, 제6장 「당이 영도하는 각 
종교계의 애국 통일 전선의 확대와 공고( * 固)」, 제7장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제8장 「종 
교적인 대외교류의 적극적 전개」, 제9장 「종교활동에 대한 당과 정부의 영도 강화」, 제10장 「종교 
의 신국면 모색」의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종교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당면한 종교적 문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  해외의 적대 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침투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O  극소수의 ‘민족분리자’가 종교를 이용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O  극소수의 적대 분자가 불법조직을 만들어 종교의 이름하에 각종 범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O  종교활동 장소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O  종교의 자유 정책을 관철하기에는 oRS|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종교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며 과거의 종교 선전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중국은 현재 종교 간부의 신 . 구 교체기에 처해 있으므로 종교 간부들의 정치 소질을 높여 종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주목할만한 것은 공산당 간부들의 신앙 문제가 이미 베이징의 골치거리로 등장했음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時ft!혀1  9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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排隊排晕了
순서를 기다리다 순서대로 

지쳐 쓰러지게 된다

鄙廣慶

중국에서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진료받기 
우间,돈을 지불하고 약을 타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 

모든 절차를 지나도록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니 모두들 지쳐 줄줄이 현기증을 일으키게 
된다 .

<現代中國;'曼塞集>

抓 緊 敎 育
안전교육 지도를 다그친다

袁新廷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작 미숙으로 또는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일을 하다가 꼼짝없이 
변을 당하고 나서야. 아픈 사람을 다그쳐서 
교육지도에 열을 쏟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

<現代中國;'曼塞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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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방대한 

휴일 오락시장이 육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기업의 지출은 증가될 것이며 학교 

의 교과과정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라진 말 ‘따리빠0Kᄎ禮拜>’

주5일 근무제 시행 첫날, 베이징의 란따오 쇼핑 센터는 몰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쇼핑센터의 한 판매 사원은 “휴일이 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하지만 하루 
매출액이 적어도 30%는 오른답니다”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중국은 1995년 5월 1일 국제 노동절을 기해 전국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다. 년 
3월부터 주 44시간 근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십년간 유지해오던 주48시간 근무제를 폐지하였 
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1년 2개월 만에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r노동자 근로시간 규정에 관한 국무원의 개정결정』에 의거하여 모든 정부조직, 기관, 기업, 

단체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생산 특성상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 
은 정부의 승인하에 파트타임 근무제나 시간 계산 근무 둥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또는 유예기 
간을 부여받아 2년 뒤인 ’97년 5월부터 주 5일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주 5일 근무제 好 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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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94년에 만들어졌던 ‘따리빠이(ᄎ렬拜)’라는 신조어는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따리빠이’란‘큰 주말이라는뜻으로) ‘노는 토요일’을 말한다. 주40시간 근무제가시행되 
자 직장 대부분이 한 주의 토요일은 아예 쉬고 그 다음 토요일에는 출근해서 8시간 일하는 
것을 관례화 해버렸다. 이에 따라 중국의 노동시간은 사실상 격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고> 

’95년 초에 만들어졌던 중국 달력에는 아예 ‘따리빠이’에 휴일 표시를 해놓은 경우까지 있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유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생활 수준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늘어나는 실업률과 에너지 부족, 

교통 체증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중국 관영 통신인 신화통신(新華通信)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우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본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지난 ’70년대에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고> 현재 144개 국가와 지역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이유로는‘노동과 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 
기 위한 것’을 들고 있다.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중국의 노동부는 많은 연구조사를 거친 후 작업의 효율성 제고와 
일자리 증가, 3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들어 국무원에 주 5일 근무제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중국 각지의 시장 상황은 대체로 정상이지만，경공업, 기계, 방직 산업 등은 생산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서 상품의 재고량이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근무시간의 
단축은 곧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늘어나는 실업률의 개선책으 
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으로써전국의 철도 . 교통 . 우편 . 요식업 • 여행업 등 서비스 산업 
에 백만여 명을 추가 취업시킬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중국이 ’9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격주 5일 근무제로 작업 효율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하루 더 일하고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임금을 받지 않고 하루 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등 주 5일 근무제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5일 근무제 “S  하오(頂好)”

한산한 토요일 아침 거리. 눈에 띄게 줄어든 자동차로 인해 베이징시의 공기는 다소 맑아진 
듯하다. 아침마다 전쟁을 방불케 하던 러시아워도 없고 기업마다 쓰레기 처리, 건물 경비 등에 
쓰이던 안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은 문화 • 오락 . 학습 둥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유가 생겼다. 충분한 휴식과 정신적 만족을 통해 그들은 더욱 의욕적으로 
생산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경제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 대륙의 수억의 사람들이 매주 이틀의 휴일을 가진다는 것은 곧 방대한오락 소비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예고한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휴일 인파로 인해, 찬스에 민감한상인들은 
횽분과 도전을 느끼며 이 좋은 기회를 놓치려하지 않는다. 각 백화점과 쇼핑센터, 번화한 거리 
마다 늘어난 휴일을 겨냥하여 많은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손님들을 끌어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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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의 가장 좋은 점은 개인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평소에 모이기 힘音 
었던 기족들이 쉽게 모일 수 있어 가족간의 연대가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에 대부분의 휴일 인파는 전국 각지의 관광지와 각종 오락 
장소로 몰린다. 한 예로 상하이(上海)시의 24개 극장에는 휴일마다5만 명의 관중이 꽉꽉 들어 
차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상하이 문화 예술계와 영화계의 발전에 있어 촉진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주 5일 근무제의 가장 좋은 점은 개인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떨어져 살아평소에 만나기 어려웠던 가족들이 쉽게 모일 수 있어 가족간의 연대가 더욱 두터워 
지게 되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늘어난 개인 시간을 자신의 발전에 투자한다. 대학교수인 시엔010 씨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휴식 시간으로 자신의 체력을 관리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우(吳)씨도，
연휴를 통해 많은 책을 읽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학원들은 휴일 특별반을 개설하기도 한다. 컴퓨터 속성반, 세일즈맨 
양성반, 영어회화반 등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에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다. 이런 휴일특별 
반이 항상 초만원을 이루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출판업 계 또한 지식욕이 강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휴일에 도서 전시 판매를 한다. 서 점들은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문화 살롱을 개최하는 등 새로운 아이 템들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부하오(不 好 ) ”

주 5일 근무제가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제도는 물론 아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인구 중 반 
수 이상의 사람들이 제2의 직업(본래 직업 이외의 돈벌이)을 갖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소도시와 지방 대도시의 근로자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추세에 편승하여 
실업률의 감소는 기대치를 못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만 감소하고 임금은 감소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출은 자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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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될 것이고 거기다 시간외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부담까지 감당함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유기업들의 허리가 더욱 휘게 될 것이다. 특히 생산형 기업들은 노동시간과 이윤이 
비례하기 때문에 매주 이틀을 쉬게 되면 근로시간이 4시간씩 줄어드는 셈이어서 월 생산액은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중국에서 고소득자에 속하는 택시기사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다. 출근하는 날이 하루 줄게 
되면 택시 타는 사람들도 줄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이다. 일반 사람들 중에 택시를 
타고 자기 일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자신들도 
덩달아 운전대를 놓아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베이징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인들도 많은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노동력이 남아돌아 격일 교대 근무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고 해서 특별히 노동력 공급의 흐름에 변화가 올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전체 노동력 
공급의 흐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아래서，노동자들에게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착각을 줌으로써 복지가 향상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악평하고 
있다. 중국이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도 않았고 일자리 자체도 부족한 상황인데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크게 꺾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미 중국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투자할 기업들에게 주5일 근무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중국이 값싼 노동력만을 제공하던 단계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주 5일 수업

주 5일 수업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베이징 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에서 2학기 
동안 주 5일 수업제를 시범 적으로 시 행했는데 교사와 학생들 모두 긍정 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험많은 한 교사는，교육의 분량은 줄지 않고 시간만 줄게 되면 자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즉 학생들의 사고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의 
경우 시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 5일제 수업을 하면 생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과정에 있어 균형있는 안배는 필수적인 것이다.

일부 열성파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가정교사를 두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과외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대적 풍조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한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은 주 
5일 수업에 대해 “연휴 때는 숙제가 특히 많아요 만약 주 5일 수업으로 바뀐다면 숙제는 더욱 
늘어날 거예요”라며 난색을 표한다. 그럴 바에야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는 편이 낫겠다고 한다.

초 • 중 . 고등학교가5일 등교제로 바뀌게 된다면 수업시간은 1년 간 3600시간에서 2600~ 

3,20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한 교육공무원은 수업시간의 단축이 수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것은9년 의무교육의 실시로 교과과정이 연결되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고: 1■亞洲週刊j  1995. 5. 14. 조선일보(94. 2. 8 , 95. 3. 25.), 국민일보(95. 3. 25.)

중국을 주께로 57



장강 유역의 경제개발 중심지 

호북성 ■ 호남성 ■ 강서성

장감t 長江:양자강)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 호북, 호남의 3개 성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통상 호h중(華中)지 
역이라 한다. 중국 국가계획위원회의 제8차 5개년 계획상 10대 경제구 중 양자강 중류 경제구로 지정되어 
있다. 호ᅡ중지역은 연해지역인 복건, 광동, 절강, 섬서성과붙어있어 연해와 내륙지역의 경제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제특구 및 연해개발구의 발전을 내륙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경제발전, 인구와 노동력, 자원 등은 모두 중간 정도 수준이나 지세, 기후 등 자연환경 
면에서는 우수한 지역이다.

중국은 ’92년에 개혁, 개방 정책의 열기 속에서 대외개방을 연안에서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장강 연안 5개 도시(무호> 구강, 무한, 악양, 중경시)를 개발하였다. 이 5개 도시 중 무한, 중경，무호의 3개 
도시는 이미 경제기술 개발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한창이다.

호북성(湖北，鄂，Hubei)

위치: 양자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은 사천, 북쪽은 하남，동쪽은 안휘，남쪽은 
호남, 동남쪽은 강서성과 접하고 있다.

면적: 187,400만W
인구: 5,580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3,0기명/ knf
민툭: 대부분 한족이나 토족, 회족, 만족，미아오족, 몽고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3% )이 

거주.
1인당 생산액: 3,242원(元)(’92년 현재)
행정구역: • 성도(省都) - 무한(武漢:Wuhan)

• 8개 지급시- 무한<피莫), 황석(黃石), 양번(襄樊), 십언C H 置), 사시(沙市)，
의창(宜昌), 형문( 莉門), 악주(fP 州)시

• 6개 지구- 효감(孝感), 황강(黃岡)，함령(咸寧), 형주(莉州), 의창(宜昌),
소양(邵陽) 지구

• 1개 자치구-악서 토가•묘족 자치구(鄂西土家苗族自治區)
• 그 밖에 22개 현급시, 46개 현, 2개 자치현으로 나뉘어 있다.

기후; 사계절이 뚜렷하며 연평균 기온은 15TC~17t이다. 1 월 중에는 22X：~4°C, 7월 중에 
는 z r c 〜3 o r 이나 무한 지역은 이상 되기도 하는 흑서 지역 중의 하나이다.
연 강수량은 800~l,500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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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洞庭湖)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호북(湖北)’이라 불리우며, 중국에서 
가장 호수가 많은 성이기도 하여 ‘천호 

(千湖)의 성’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기원 전 1천년 전부터 호북성은 한족의 영역에 포 
함되어 왔다. 그러나 호북성의 서부 지역은 동쪽과 
달리 산악지대로 형성된 사천성 산악지대에 접해 있 
으므로 지금도 개발되지 않은 채 중국의 오지로 남아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11세기 부터 쌀 생산이 정착되었 
다. 또한 19세기 이후에는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업 
지역의 하나로  ̂지금까지 중국의 과학기술을 이끌어 
오는 무한대학이 있다. 호북성은 또한 1911년 청조 
멸망과공화정의 탄생이 있게 한신해혁명(辛^ : 命) 

의 봉기지 역으로 주목할 만한 곳이다. 이후 장개석 의 
국민당 우파 정권인 상해 정권과 맞서 송경령(宋慶 
齡) 여사 둥 국민당 좌파가 수도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다.

호북인들의 성격과 특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데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소박하고 투박하며 잔꾀를 
부리지 않는 성격의 사람들이다.

중국 과학기술의 산실 무한(武漢)

성도 무한(纖 )은  장강 중류 물줄기와 한수(?鉢 )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인구375백만의 상공업 도시 
이다. 옛부터 수륙교통의 요충지였는데, 무한대교의 
완성으로 다시 그 역할이 높아졌다. 명대 이후부터 
일찍 이 ‘무한삼진(跑奠三津)’이라고 하여 장강과 그 
지류인 한수로 갈라지는 무창(武昌), 한구(漢口), 한 
양« S d )이 각각 별개의 도시였으나 지금은 이 세 지 
역을 합쳐 무한이라고 부른다. 양자강 유역의 남경, 

중경과 함께 중국의 ‘3대 화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무더운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운 도시이다.

명대 이후부터 중국의 4대 행정도시 중의 하나로> 

5대 통상 항구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다. 20세기 초 
에는 대외무역액이 상해에 이어 중국 전체에서 제2 

위를 차지하여 ‘동방의 시카고’라는 별칭을 얻은 적도 
있다. 신중국 성립 이전，외국의 조계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서양식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 립된 이후 줄곧 국가의 투자 
중점지구로 중요시 되어온 무한은 이제 중국 3대 철

최근 개통된 무한 ‘장깅2교’ 기념식에 몰려 든 차량 행렬.

강 공업지대의 하나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호북성 
정부 소재지일 뿐 아니라 성 전체의 정치, 경제，과학 
기술,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더구나 화중지구에 
서 특대형의 중심도시에 속하는 무한은 그 우월한 
투자환경으로 해외 기업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화중의 중심 유통시장 한구{漢口}
한구는 인구 120만의 도시로 화중 3성(호북，호남，강 
서) 지역의 중심 유통지이다. 중국의 양자 수륙 운수 
선의 교차지점에 위치，수로 무역이 발달한 세계적인 
항구로 8개 성의 산물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함풍(咸豊) 8년, 천진 조약 이후 개항과 함께 발전 
하기 시작하였다.

삼협(三tt)의 출입구 의창<宜昌}
호북성 서부, 상하이에서 장강을 l ，850km쯤 거슬러 
올라간 곳에 발전한 지역으로  ̂ 그 유명한 관광지인 
장강삼협(長江3 솟)의 출입구이다. 또한 장강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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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10여 년 만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신홍도시이기도 하다. 1970년부터 갈주패댐 
건설이 시작되어 48억 원(元)의 자금과 18년의 세월 
이 걸려 이 공사가 1988년에 완공되었다. 이 갈주패댐 
상류 40km지점에 저수량, 출력 다 함께 세계 제일인 
삼협댐 건설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댐들이 완공되면 
상해, 남경, 항주와 북경, 천진, 당산, 그리고 광주항 
및 마카오 등에도 전기가 공급된다고 한다.

토가족，묘족의 근거지 온시(恩施)

호북성의 이웃 사천성으로 넘어가는 중계지역이다. 

호북성 서부 방향의 오지인데 이곳을 지나가면 과거 
사천성으로 향했던 유비와 관우, 장비, 그리고 제갈공 
명의 계략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지리적인 오지로 인해서 이곳은 항일 전쟁 중 
호북성의 임시 성도가 되었다. 현재 호북성 남서부에 
위치한 토가족(土家族)，묘족(苗族) 자치주의 도읍이 
기도 하다.

기독교 역사

1949년 공산화 이 전 중국내지 선교회 (CM )는 호북성 
에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 사역자를 통 
하여 그사역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토착화는 
호북성에 많은 수의 기독교인을 배출할 수 있었다.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처럼 최근에 제한조치 
들이 완화되면서 몇몇의 가정교회는 다른 가정교회 
들이 여전히 지하에 있는 것과 반대로 공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많은 삼자교회들이 다시 열리고 규 
칙적으로 모인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교회의 기독교 
인들은 성경을 원하고 있다.

호북성 무한의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 기독 
교협회 지도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1988년에 전한 바에 따르면 호북성의 그리스도인은 
8만 명이다.

호남성(湖南，湘，Hunan)

위치: 양자강 중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서，서쪽으로는 귀주, 남쪽으로 
는 광서, 광동성，북쪽으로는 호북성에 접경하고 있다. 산지가646% , 평원이 6.6%  
구릉이 28.7%를 차지하는 복잡한 지형을 구성하고 있다.

면적: 212,000krf

인구: 6,627만 명 (’92년 현재)

인구밀도: 352명A rf
민족: 한족이 대다수이고 회족, 만족, 묘족, 토족, 위구르 족 등 소수민족은 5.95%이다.

대부분 상강(湘江) 서쪽과 남쪽 산지에 거주한다.

1인당 생산액: 2,350원(元)( ’92년 현재)

행정구역: • 성도(省都)-장사(長沙:Changsha)

• 8개 지급시-장사(長沙), 주주(株州), 상담(湘潭), 충양( iit i) ，소양(邵陽),

악양(岳陽)，상덕 (常德), 대용(ᄎ庸)시
• 5개 지구 - 치주(彬州), 영능(胃 )，류저(s e )，회화{懷化)，익양(益陽)

• 1개 자치주-상서 토가•묘족 자치주(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

• 그밖에 기개 현, 7개 자치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 겨울이 짧아 식물 생장기가 긴 것이 특징이며 연평균 기온은 i 5 t ~ i 9 r ( i월 중에 
는 3~8°C, 7월 중에는 2 7 t ~ 3 0 r )이다. 장사(長沙), 위양(麵 ) 등지는 4 0 t까지 
올라가는 혹서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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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쪽에 위치해 ‘호남v이라부르게 되었 
E m  다. 성내 최대의 강인 상강(湘江)이 전 성 
o  0  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상(湘)’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호남성은 무릉도원으로 유명한 무릉원(회t K )과 
동정호가 있는 악양호(岳陽湖)로 유명하다. 또한 역 
사적으로는 중국 공산주의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모택동을 비롯해 이대교> 유소기, 호요방 등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이곳 출신이다.

호남성은8세기 이래로중국의 대표적인 미곡 생산 
지이다. 농업의 집약도가높아70년대 이래 벼의 파종 
면적 및 생산량이 전국에서 으뜸을 차지하여 왔다. 

벼를 포함한 식량 총생산량은 2,260만 톤(1992)이며
1인당 평균 식량 보유량은 418kg으로 전국 3위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생산물이 가공도가 낮아 총생산액 
이 적으며 농민 1인당 소득 역시 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호남성은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이미 탐사된 광물로는 동, 철, 망간，안티 
몬, 아연, 석탄둥90여 종이 있다. 그 중에서 유색금속 
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사람들은 호남을 ‘유색금속의 
고힘^이라고 부른다.

호남성은 중국 군인들의 고향이자 많은 관원들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충실하고 정직하며 강렬한 자아 
의식과 거친 반항정신은 이곳 주민들의 특성이다. 중 
국 군대의 주요한 인력 공급처 이지만 반대로 금융업, 

상업계에서는 호남 사람을 찾이•볼 수 없다. 이 밖에 
성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항해 운수업에 종사하는 
데 성 밖으로 나가서 항해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4  장사에 있는 모택동의 생가 
▲ 형산{衡山)의 사원

▲ 상강(湘江) 유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호남 요리

공산주의의 고향 장사(長沙)

호남성의 성도인 장사는 ‘담(潭)’이라는 간략한 명칭 
으로 불리우며 동정호의 남쪽에 위치한 인구 약 133 

만 명의 도시 이다. 2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자연풍경 
이 수려한 고도’의 도시로 호남성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이다. 또한 모택동, 유소기, 주은래 등이 일찍 
이 이곳에서 공산정부를 조직하는 둥 혁명가를 배출 
한 혁명 투쟁의 고향이기도 하다.

호남성 내 산물 집산 시장이며 상업 중심지로도 
유명하다. 상업지구는 상강의 동쪽에 집중되어 있으 
며 상강의 서쪽은 문화, 과학 연구 및 관광지구，동서 
양안은 새로 세워진 상강대교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 

1904년 개항 이래 무역이 활발해졌고 한구(漢口) 상 
업권의 종속관계로부터 협조관계로 변화되었다. 현 
재는 경공업，방직，기계를 주로 하는 종합 공업도시 
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등악양루’로 유명한 악양(岳陽}시

호남성 최북단 동정호 호반의 도시로, 동정호와 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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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류가 합쳐지는 지점에 경광선(京廣線)이 지난 
다. 인구 44만에 지나지 않는 지방 도시이지만 2천 
년의 역사가 흐르는 그윽한 도시이다. 옛날에는 악주 
(岳州), 혹은 파릉(巴陵)이라고 불리웠다. 성당(ᄈ ) 

의 시인 시성 두보(杜甫)의 시 ‘등악양루(登岳！̂ ) ’ 

로 인해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예로부터 호남,호북의 수운을 연결하는 중심 
점이다. 현재 쌀, 차, 면화 둥의 산물을 배로 장사와 
한구까지 운송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호남성의 문호(門戶} 충양(衝陽)人I

호남성 남부의 주요 도시로 예로부터 ‘호남문호(湖南 
門戶)’라 불리웠다. 광업, 유색금속, 야금공업이 비교 
적 발달하였다. 또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명숭고적이 많다. 이백(李白)，두브 유종원(柳宗元) 

등이 일찍이 이 지역을 유람하고 유명한 문학작품을 

많이 남겼다.

기독교 상황

전세계 약9개국의 선교회와20개국의 교파들이 이곳 
에 파견되어 있었다. 1949년 공산혁명 이후 공산 정부

강서성(江西，藉，Jiangxi)

는 기독교인들을 도시와 마을에서 완전히 추방했다.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거나 노동 수용소 
로 보내졌다. 중국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하나인 
허드슨 테일러는 1905년 73세의 나이로 장사에서 세 
상을 떠났다.

한때 호남성 교회는 영은과{靈恩派) 및 일부 극단 
적인 신비주의 종파의 도전을 받아 허다한 논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의 
결핍, 성경과신앙서적이 부족이 이들의 가장큰 어려 
움이다. 도시의 성도들은 물질과 금전의 시험을 받고 
있고 농촌의 신도는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호남성은 참예수교회의 발전이 매우 신속하며 영 
향력도 비교적 크다. 일부 신도들은 자기 교파의 구원 
관을 견지하여 쟁론을 야기함으로써 여타 신도들에 
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장사시에는 반 공개적인 맹인교회도 있어 여러 명 
이 참석하고 있다. 신도들은 대다수 농촌에 있으므로 
통상 소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곳에 모인다. 호남성의 
기독교회는 사회사업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시 교회에서 벌이는 노인 및 병자 가정사역 
등이 그것이다.

위치: 중국 중남부에 있는 성으로 북으로는 호북성과 안휘성，동으로는 절강성과
복건성，남으로는 광동성 그리고 서쪽은 호남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면적: 166,600knf

( ? )
인구: 3,913만명(’92년 현재)
인구밀도: 235명/knf
민족: 대부분 한족이며, 소수의 묘족, 요족，회족 등이 있다.
1인당 생산액 : 2,415원(元)(’92년 현재)
행정구역: • 성도- 남창(南昌:Nanchang)

•5 개 지구- 상요(上饒)，의춘(宜春)，무주(無州), 길안(吉安)，무주(撫州)지구
•6 개 지급시- 남창(南昌), 경덕진( 景德鎭)，평향(萍鄕), 신여(新余)，구강(九江)，

응담(應潭) 시
• 이 외 10개 현급시，74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 아열대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온난 다습하나 4 계절이 뚜렷하고 봄 가을이 짧으며
여름과 겨울이 길다. 연평균 기온은 17〜20oC 정도이나 분지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서 겨울은 6°C이하 여름은 29°C 이상에 달한다. 강우량은 1,200 〜1,700關로 풍부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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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일찍이 중국의 황하 문명권에 포함 
7 r J A  되었다. 그러나8세기에 이르러 한족의 대 
ᄋ  ᅵ 량 이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산발적 인 
지역에서만 주거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강서성에 한 
족 이주가 시작된 것은 광동성이 개발되면서부터이 
다. 이후 강서성은 인근 동부 연안의 성처럼 비단과 
차 재배로 인해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강서 라이비아오(江西老表)”는 강서인들이 타향 
에서 서로 만나게 될 때 형제애를 표현하는 말로 성실 
하고 꾸준한 강서인의 성격을 나타내는 방언이다. 산 
과 구릉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강서인들은 검소하 
고 꾸준하며 서두름이 없다. 인접한 호남 사람과 뚜렷 
하게 다르다. 기본적으로 군사적 기질이 없고소상업 
면에서 아주 훌륭한 소질이 있어 장강 중，하류 지역 
의 소규모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산서, 광동 사람과 
마찬가지로 계산에 능하지만 소상업에만 국한되어 
있다. 호남사람처 럼 굳세지 못하며，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부드러움도 결핍되어 있다.

이 지역은 중국 현대사에 있어 찬란한 혁명역사를 
지니고 있다. 2만5천리 대장정의 시발지역인 모택동 
과주덕의 정강산(井IS山) 소비에트지구, 남창，서금, 

안원 등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 있기 때문이 
다.

혁명의 역사가 흐르는 남창<南昌)

강서성의 성도로 정치, 경제，교통，문화 중심지이다. 

면적은 617krf, 인구는 135만 명 이며 시는 강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다. 도시의 동쪽은 유명한 청산호수가 공 
강을 관통하고 있고 시내에는 동호 서호> 남호 북호 
네 개의 호수가 있다. 1927년 8월 1일，주은래(周恩 
來), 주덕(朱德), 하룡(賀龍) 등이 지도하는 3만의 공 
산군과 국민당군 사이에 벌어졌던 격 렬한 전쟁인 ‘8-1 

남창기의’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이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혁명전쟁과 혁명군대를 창건하 
는 신시기가 시작되었다.

남창은 유명한 수산물 생산지로 ‘봄에는 메기, 여름 
에는 잉어，가을에는 연어, 겨울에는 모살치’가 많이 
난다. 이외에 방직품, 토산품, 경공업품，공예품, 광산 
품’ 화공의약, 기계 등99개 수출상품을60여 개 국가 
와 지역으로 판매한다.

인근 유조선과 석유화학 공장을 연결하는 
구강의 정유공장  파이프 라인.

항구와 강의 도시 구강(九江)

여산의 입구가 되는 구강은 장강 중류 남안의 주요 
항구도시 중의 하나이다. 많은 강물이 모여 드 는  곳 으  

로 옛날 사람들이 9를 많은 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옛 도시 구강은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구강군을

▲연기나는  굴뚝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경덕진. 창강(昌江)과 
호전강(湖田河)이 만나는 지점이다.

▲ 길가에 길게 늘어놓은 각양 각색의 도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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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20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구강은 강과 호수를 끼고 있고 지세가 
험악하여 역대 병술가들이 앞을 다투어 쟁취하고자 
하는 땅이었다. 청대 태평천국 시기에는 태평천국의
3대 거점중의 하나로 ‘천경(ᄍ )’을 사수하는 주요 
병풍이 었다.

구강은 옛부터 상업이 발달하여 ‘일곱 성의 관문’이 
란 별명이 있고 특히 남북교통의 축으로 쌀, 차，도자 
기의 집산지이다. 방직업이 전 시의 공업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상품으로 휘발유，석유, 채유，연 
료유 등이 있다.

여산진면목<應 山 眞面目}
세계적인 관광지 여산은 최고봉인 대한양봉(ᄎMl® 

峰)을 중심으로 고립된 산계이다. 깎아지른 듯한 바 
위, 절벽과 맑은 샘, 폭포 둥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데, 특히 폭포는 천하에 이름이 날려 예로부터 그 기 
이함과 수려함은 천하제일이라 칭송되었다. 사계절 
내내 좋은 날씨, 온천 등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 
지 않고 있다. 특히 소동파가 노래한 시귀 중 “여산진 
면목(慮山眞面 目 )”이란 말은 여산을 더욱 유명하게 

하였다.

여름의 혹서로 유명한 장강 중류 지역에 해당하면 
서도ᅵ 7월의 평균기온이 22.61C로 서늘하여 옛부터 
유명한 피서지 겸 명승지이다. 실제로 모택동도 여산 
을 좋아하여 자주 방문했다. 매년 여름 여산에는 매일 
평균 2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 
다.

도자기 도시 경덕진(景德餓)
강서성의 두 번째 도시이며 역사문화의 고도이다. 

2000여 년의 도자기 역사를 지니고 있어 ‘도자기 도 
시’라는 영예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도자 
기는 품질이 우수하여 ‘희기는 옥과 같고，맑기는 거 
울같고> 얇기는 종이 같으며 소리는 풍경소리 같다’고 
한다. 특히 송(宋) 경덕 연간<1004-1007년)에 생산되 
었던 도자기는 너무 아름답고 영롱한 광채를 지녔다. 

이것이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청자기(景W총 
器)’로> 그 밑에 ‘경덕년제(景德年制)’ 라고 썼기 때문 
에 진(鎭그의 이름이 ‘경덕진’이 되어 오늘날까지 쓰이 
고 있다.

도자기외에 경덕진의 전력, 건축, 전자，화공，의약, 

기계, 방직 둥 공업도 비교적 큰 발전이 있었다. 현재 
인구는 약50만 명이며 절반 가량이 요업에 종사한다.

시내의 서편을 흐르는 창강을 북쪽으로 거슬러 올 
라가면 고령산이 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 채취되는 
점토가 고령토라고 불리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약(藥)의 도시 장주<章州)

장주시의 약업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삼국시대 
부터 전문적인 약내 노점이 출현하였다. 동한(東漢) 

의 갈현이란 사람이 장주에 와서 약초를 캐어 단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역대의 명의들은 이곳을 끊 
임없이 찾았다.

장주의 약업은 약재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제조 
술도 다양하다. 또한 장주의 약제 경 영 망은 장강 이 남 
에 널리 분포되어 전국과 연결되어 있는데다 장주 
자체가 수륙교통이 편리하여 각종 약재를 거의 모두 
수집, 구매할 수 있0-口-로 사람들은 ‘장주가 아니면 
약종이 완전치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는 
또한 장주의 약업이 조제술에서 특이하고 완벽한 체 
계를 이루게 하여 독특한 방법을 용하고 있다.

매년 가을이면 각지의 약계 종사자들이 장주에 모 
여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약재교류회를 갖는다. 

대외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약재시장도 확장됨에 
따라 약재교류회의 규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기독교 상황

1949년에 전 성(省)을 통틀어 9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알려져 있었다. 이 가운데 많은 수가 워치만 니에 의 
해 설립된 소군파(小fH S:Iittle Flock) 교회들이었 
다. 제칠일 안식교, 감리교, 성공회，중국내지선교회, 

그리고 형제단 등 모두가 이 지역에서 교회와 기독교 
인들의 집회 장소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들을 운영하 
면서 실질적인 사역을 수행해왔다. 문화대혁명 동안 
몇몇 유명한 중국의 복음 전도자들이 강서성에서 처 
형되었으나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다. 여기에 있는 그 
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굶주려 있으며 
복음사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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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성£ 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시슈에 (끓# )

■■나를 인하여 너회를 욕하고 핍 
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 

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 

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의 상이 큼이라”

(마 5 : 11-12)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 
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 

롤 받고 또 영생울 상속하리 

라”(마 19： 29)

들은 주님의 보혈로 
사신 바 된 존재이니 
마땅히 주를 위해 살 

아야 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 우리의 드릴 영적예배라고 사 
도 바울은 말했다. 하나님의 특별 
한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며,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 
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에 전념하라고 부르셨다면 우리 
들은 마땅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 
님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내 몸은 약하나

하나님 께 감사하는 것은 그가 나 
를 부르셔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 
고 전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 
이다. 나는 몸이 몹시 허약한 사람 
이었다.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 
을 타고난 데다가 영양실조가 겹 
쳐 더욱 그러하였다.

내가 모태 중에 있을 때 어머니 
의 건강상태는 무척 좋지 않았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매우 여위 
었던 어머니는, 보통 임신한 부인 
들이 대략 2, 3개월 입덧을 하는 
데 비해 나를 낳을 때까지 계속 입 
덧을 했다고 한다.

조산아로 태어난 나는 좋은 모 
유로 양육받지 못했고> 좀 더 자라 
밥을 먹을 시기가 되었는데도 전 
혀 먹지 못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허약하고 병치레가 잦았다.

국민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신 
체검사를 했는데 같은 반 친구들 
의 체중이 평균 30kg 가량이었는 
데 비해 나는 25kg 밖에 되지 않 
았다.

대학교에 진학하여 기숙사에 
서 생활하게 되었다. 학교 규정상 
저녁식사 1시간 전에는 학생들 모

두 단체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가 
해야 하는데, 만약 참가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반드시 학교의 허 
탁을 받아야 했다. 나는 레크레이 
션 시간마다 장기 병가를 신청했 
다. 몸이 너무 약하여 도저히 다른 
이들처럼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 
이다.

그때 나는 처음 주님을 알게 되 
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주님은 
나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배 
우게 하셨다. 다른 학생들이 밖에 
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할 때 나는 
침대에 누워 휴식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 
다.

졸업 후 난 어떤 현(縣)의 중학 
교 교사가 되 었다. 중학생을 가르 
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해서 별다 
른 수업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학교측에서는 내 건강을 고려하 
여，매주22시간의 수업을 해야 하 
는 다른 교사들과 달리 매주 15시 
간만 수업을 하도록 조절해주었 
다. 그대신 월급은 다른 교사들보 
다 적게 주었다. 커리쿨럼에 있어 
서도 수업시간이 2시간 연달아 있 
지 않게 배려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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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지 
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 
여 나는 전심으로 기도와 전도를 
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농장에서 받은 고난

내가 노동개조하러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지체들은 나같이 허약한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농장에 도 
착했을 때는 가장 가벼운 노동만 
할 수 있을 따름이 었다. 그것은 작 
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쉬운 일을 하는데도 여전 
히 병가를 요청해야 했다. 왜냐하 
면 그때 내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어떤 때는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뛰었기 때문이었 
다. 농장의 의료 종사자는 “당신 
심장병은 고질병이라 완치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이전에 어느 형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그를 위 
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실 때 우

66 중국을 주께로

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사 
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 
은 적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였다.

우리 농장에서는 매일 저녁 조 
별로 모여 학습을 해야 했다. 내가 
속한 학습조 조장의 침대가 내 침 
대 옆에 있었는데，그녀는 늘 나를 
핍박했고 내가 식사기도하는 것 
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눈을 감지 말 
고 은밀히 기도해도 되지 않겠느 
냐고 조심스럽게 권면한 적이 있 
다. 나는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서 
굴복한다면 이것은 주님과의 관 
계를 끊는 것이며 더이상 주님께 
속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과 똑 
같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주의 이 
룸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여겼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헌신 
한 사실을 떠올렸다. 나는 이미 하 
나님 앞에서 결단한 바 있다.

“제 자신을 철저히 당신께 드리 
길 원합니다.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결국은 불살라 
재가 되는것처럼 그렇게 저를드 
리겠습니다.”

식사기도는 기독교인들의 가 
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표현이 
다. 만약 내가 이것조차 지킬 수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 미 가 있겠는가? 나는 누가 뭐 라 
해도 식사기도하는 것을 계속 고 
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장은 내가 식사 전에 기도하 
는 것을 보면 내 밥을 가져 가 먹 지 
못하게 했다. 나와 한방을 쓰는 십 
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장 
은 누군가 자기와 한 통속이 되어 
나를 핍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게 가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고 
다그치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몇 사람만 나를 동정하고 대다수 
는 그녀와 한패가 되어 나를 괴롭 
혔다.

조장은 매우 오만했고 하나님 
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 했다. 어 떤 
때는 소그룹 학습을 하면서 나에 
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 
면 어디 좀 보여달라”고 했다. 그 
녀는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졌다. 

“이건 너가 죽고 내가 사는 투쟁 
이니 우리 둘은 끝장을 봐야 한 
다”

누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이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죽는 
다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살게 
되니 비할바없이 행복할 것이다. 

만약 내가 산다면 하나님은 나의 
약한 몸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 
지만 그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 
헤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 
로 크고 놀랍다는 것을 온전히 믿



을 만큼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였 
다.

주의 온해가 족하여

그 때 나는 형편없이 말랐었다. 사 
람들은 조장과 나의 관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다. 어떤 이들은 
내가 곧 그녀 손에 죽을 거라고 말 
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책임 
자에게 보고하여 조장으로 하여 
금 더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그 
녀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반드시 
나를 짓눌러야만 체면이 서는 줄 
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비꼬 
는 어투로 내게 시비를 걸어왔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렇게 말라깽이잖아? 봐. 하나 
님을 믿지 않는 내가 너보다 훨씬 
살이 켰고 건강하다. 그러니 하나 
님이란 없는거야！”

그녀는 정말로 건강해서 한 번 
도 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나 
서 며칠 못 가 쓰러져 버렸다. 심 
장이 심하게 뛰고 고혈압이 높아 
졌다. 나의 심장병은 그 때부터 도 
리어 좋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앓 
던 ■병 이 그녀 에 게 간 것 이 었다. 그 
와중에서도 그녀는 매우 강팍하 
여 두 차례나 혈압이 올라 위독한 
상태까지 갔으나 여전히 회개하 
지 않았다. 병세가 조금 호전되자 
또 나를 핍박하려 했다. 얼마 후 
그녀는 물에 빠져 익사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게 그 행 
한 대로 보응하시되”(롬 2:6)

“너희가 하나님의 성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 
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

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 
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6ᅭ 17)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림이 
없다. 그분은 말씀대로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

병든 내 吾이 론론하며

보통, 사람이 큰 병을 앓고 난 후 
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잘 보양해 
야만 신체가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농장에서 받 
은 고통은 몇 차례 큰 병을 치룬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농장의 식 
사는 매우 열악했다. 쌀은 동물에 
게 먹이는 사료쌀이고, 반찬은 아 
침, 저녁 모두 짠지뿐이었다. 아무 
런 영양가, 기름기도 없는 음식만 
을 먹었다. 나는 몇 년 동안 하루 
세 끼 그런 식사만 하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했다. 

하지만 몸은 오히려 많이 좋아지 
는 것을 느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핍박하던 조 
장이 내가 가지고 있던 병을 가지 
고 갔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모르 
는 그들의 생각에도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진리였

장승원 그림

나보다. 어떤 천주교 신자는 농장 
책임자에게 “핍박하는 자는 죽었 
고’ 핍박받던 사람은 오히려 좋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바 
로 하나님 이 있다는 것을 중명하 
는 것이다. 책임자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좀 보여달라”고 비꼬며 나를 괴롭 
혔던 그 조장을 통해 하나님은 당 
신의 크신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 
게 보여주셨다. 우리 모두가 그걸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확 
실히 공의의 심판으로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 
헤에 감사한다. 나의 생애가 끝나 
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 
다”(시 9:16)

<守望中華> 107期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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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선교사는 되어 달라 부탁도”

이런 제목하에서 글을 쓰기가 
조심스럽다. 자기 자랑이 되기 쉬 
울까 두려워서다. 어떤 위치에서 
일하다가 왔는가 나를 보낸 모교 
회에서 혹 알고 싶기도 할성 싶어 
한번 적어보기로 한다.

내 자신이 처한 위치

이미 진술한 대로 내가 일하는데 
있어 가친의 후광이 컸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중국 사람들 
과 쉽게 익숙해질 수 있었고 또 많 
은 존대를 받았다. 이런 위치에서 
나는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시간적으로 밤이요 낮이요 일기 
순불순의 관계없이 내 할 일을 솔 
선하여 감당하며 영세민을 돌보 
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직장을 알 
선해 주는 일, 자전거에 같이 태우

고 다니면서 직장을 구해준 일 등， 
저들의 생활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이다.

때때로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곤 하였다. 피차에 아무 간격이 
없었다. 저들도 무슨 일이든지 작 
고 큰일을 가리지 않고 내게 다 의 
논하고 보고하였다. 여행을 하면 
서 내게 보고하지 않고 길을 떠나 
는 교인이 없었다. 자신의 일이나 
집안 일, 사업의 일 둥을 일일이 
보고하곤 하였다. 그들의 사정을 
나는 다 알게 되었다. 내가 알고 
도울 일은 힘껏 도와주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아버지’의 칭호를 하 
였다. 혹 ‘영의 아버지’ 이렇게 부 
르곤 하였다. 밤중이라도 나를 찾 
는 때가 많았다.

수십리 백리 밖에서라도 찾아 
온다. 의논하려고 해서이다. 같이 
먹고 같은 자리에 간격없이 앉고 
같이 사는 일, 특히 가난한 이들과 
이렇게 같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슨 내 지위가다르 
다해서가 아니라 본시 저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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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곤궁하다보니 웬만하면 저 
들이 자기 안방에 나를 청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먹는 대로 같이 먹자고 
도 못하게 되었다. 가난한 저들은 
파 한 뿌리가 반찬이었다.. 밭에서 
뽑아서 껍질을 벗겨 그대로 굳은 
떡과 같이 더운 물을 마시면서 먹 
는다. 나는 그들과 같이 먹었다.

방 목사는 생파를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다. 먹는 데서 간격이 없 
어졌다. 그 후부터 다 통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이들과는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나의 흐뭇한 
자랑이다. 목사로서 이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보았다. 무슨 상담이든 
지 내외 간의 일이나，친자간의 일 
이나, 고부간의 일이나 저들의 모 
든 문제는 다 가지고 오곤 했다. 

오전에 시어머니가 오면 오후엔 
며느리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고 
부간의 문제도 좋도록 화해로 이 
끌어 보기도 했다.

김린서 장로(후에 목사 되심) 

께서 필자가 떠날 때 “중국 사람 
이 되라”, 이런 말을 주셨는데 나

는 내 생활도 내 마음도 저들과 하 
나되어 사는 데 큰 맛을 보았다.

다른 이가 보아주는 나

다른 이들이 내 앞에서 나를 칭찬 
해서 하는 말을 그대로 받음은 약 
간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이도 함 
부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이다. 그러나 진지한 심정으로 말 
하여 주는 것을 나는 느끼는 바이 
다. 서구 선교사들이 내게 대해서 
“방 목사는 어떻게 중국 사람의 
마음을 다 잡았는가?” 그들의 마 
음을 다 빼앗았다는 말을 하곤 하 
였다. 몰간이라는 목사가 가끔 나 
를 찾아왔는데, 와서는 중국 사람 
의 마^을  그렇게 얻는 비결을 말 
해 달란다. 내 고문이 되어 달라고 
몇 번이나 와서 하는 말이었다.

중국 목사들에게 정중한 대접 
을 받았다. 산동대회(山東* 會) 

로 보든지 전국총회로 보든지 전 
국총회 위치에서 지도자로 있던 
왕덕윤(또德潤) 목사 같으신 분 
은 어떤 회의장소에서 자기가 사 
회를 하고 내가 말을 하게 될 때 
나를 소개하기를 “방목사 목회유

방 강도유근(方ft®  牧會^ ^  講 
道有筋)”，즉 방 목사는 목회에는 
방향이 있고 설교에는 힘이 있는 
분이라는 소개를 늘 하곤 했다.

나와 같이 친히 일하는 동역자 
들은 나 없는 자리에서 “방목사적 
희생정신 수야일불상(方했©的 
犠生精神 誰也一不上)”, 즉 그의 
희생정신은 누구도 못 따른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좀 어리석 
은 글을 쓴 듯하다. 내가 본국을 
떠나올 때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심을 본국 도처에서 
만나보며 알게 되었다.

이런 내 배경이 되어 주신 분들 
에게 이런 소개는 흐뭇함이 더하 
리라 믿는다. 아니 우리 온 교회가 
배경이 돼 주었기에 이런 존경을 
받았고 어려웠던 시국이 몇 번 있 
었으나 다 통과해서 돌아올 수 있 
었다고 믿어 감사함을 다시 드린 
다.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 목사,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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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극 A Q A fO ,  n r g ( 1 1 )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허드슨 테일러

8월 6일

- 밤길을잘못인도했

0 H  제  던 그 청년이 갑자기 
■ 개 ■ 나를 깨웠다. 그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있었다. 강제로 나를 일으켜 
세우고는 자기가 어제 수고한 대 
가를 달라고 하였다. 심지어 폭력 
까지 행사하려 들었다.

아무 준비 없이 수모를 당하게 
된 나는 그에게 벌컥 화를 내면서, 

한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절대 
로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경 
고하였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화내는 모습 
을 보자 그의 태도가 조금 수그러 
들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포성이 울리고 성문이 열렸다. 

그는 내게 아편 살 돈 몇 푼만 달 
라며 애걸하기 시작하였다. 당연 
히 거절했지만, 양초두 개 값만큼 
은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젯밤 
나를 데리고 다니느라 양초 두 개 
를 썼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 
상은 주지 않았다. 후에 안 사실이 
지만 이 사람은 전에 우리를 쫓아

다니며 괴롭히던 관리와 관련된 
사람이었다.

서둘러 죽과 차로 아침 식사를 
때우표 잃어버린 짐이 어떻게 됐 
는지 알아보기 위해 밖에 나갔다. 

몇 시간 동안 알아보았지만 아무 
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이젠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었다. 되돌아 
가는 수밖에…，온갖 고생과 피곤 
을 경험한 며칠이었다.

오후에 창안(長安)으로 돌아왔 
지만 여기서도 전혀 소식을 알 길 
이 없었다. 찻집에서 점심을 먹고 
빨갛게 부어오른 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 그리고 나서 오후 4 

시까지 잠이 들었다. 잠을 자고 나 
니 몸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았다. 

다시, 이틀 전 하인과 쿨리와 헤어 
진 남문으로 가보았다.

가는 길에 그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 
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 
고 나를 돌이켜보니 회개하지 않 
을 수 없었다. 사소한 물건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여서, 주위의 많은 
귀중한 영혼들을 그냥 지나쳤던 
것이다.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로 나 
를 깨끗이 해주시기를 구했다. 주 
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 
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 
람은 얼마나 높고 깊은지! 이제 
나는 주님께서 멸시받고 버림받 
고 머리 둘 곳이 없다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전보다 더욱 깨닫게 되 
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상의 영 
광을 떠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 
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까지 보이신 그 위대한 사랑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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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 
린바 되었으며 간고(艱苦)를 많 
이 겪었으며 질고(ᄈ )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서 
피곤하고 주리고 목마름의 고통 
을 경험하시면서도 변함없이 하 
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였다. 

그와 반대로 나의 사랑은 얼마나 
보잘 것 없는가? 나는 기도드렸 
다. 과거에 범한 죄를 사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도록, 그 
리고 내가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 
하고 더 가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완전히 그분께 속하기

원한다고 기도했다.

또한 나 자신，그리고 영국에 있 
는 동역자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 
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고 슬 
품과 기쁨의 감정이 뒤범벅이 되 

었다. 눈물이 나로 하여금 그 동안 
의 고달팠던 긴 여정을 잊어버리 
도록 만드는 사이, 벌써 목적지에 
도착했다. 잃어버린 짐을 찾아다 
니면서 한편으로는 부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 
하였다.

그 후 시내에 들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쿨리와 내 짐의 행방 
에 대해 수소문했다. 하지만 아무 
런 소득도 얻지 못하여, 그냥 북문

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길을 걸으면서 나누는 주님과 
의 교제는 피곤한 내 몸과 정신을 
모두 맑게 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남은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스먼 
만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 
망이 생겼다. 길을 떠나기 전, 찻 
집에 들러 빵을 먹고 있는데 아뿔 
싸! 바로 잃어버린 짐꾼 중의 한 
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해어 
지게 된 상황을 드디어 알게 되었 
다. 짐을 남문으로 옮기고 나서 하 
인이 잠시 어딜 다녀온사이에 내 
가 이미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그 
러나 친구집에서 하룻밤 지내고 
싶었던 하인은, 여기서 하룻밤을 
보낸 후 내일 주인인 나와 다시 만 
나자며 물건을 자기 친구집까지 
메고 가서 그곳에 보관해두었다 
는 것이다.

나는 짐꾼과 함께 하인의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하인은 거기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른 쿨리를 불 
러서 항저우로 떠났다고 한다. 이 
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시 창안을 떠 
나 어서 상하이로 돌아가는 수밖 
에…. 그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 
스먼만으로 갈 수가 없었다. 나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시는 하나 
님 아버지를 바라고 의뢰한 뒤 다 
시 한 번 그의 무한한 사랑과 돌보 
심을 체험하였다.

얄은 강바닥에 세워 논 행선(行 
船: 손님을 태우는 배-역자 주)에 
서 나에게 손짓을 하여 올라와 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밤에는 매우 
춥고 모기도 많았지만 나는 잠시 
라도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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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밝아오자 곧 일어나 갈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8월 7일

몸이 불편하고 목도 대단히 봤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 
게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니, 한낮 
의 맹렬한 더위와 어둔 밤의 싸늘 
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 
았다. 마음 속의 무거운 짐은 이미 

사라졌다. 나 자신과 사역에 대한 
모든 짐을주님께 맡겼다. 내게 유 
익한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잃어버린 물건은 반드시 
찾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 
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는 또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여 행의 가장 고통 
스런 시간이 거의 끝나가기를 바 
랐다. 이 조그만 희 망 때문에 피곤 
한 몸과 빨갛게 부어오른 두 발을 
가지고도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미다.

스먼만에 도착해서 아침을 먹 
고 아직 810문(門)이 남아있는 것 
올 발견했다. 지아싱(嘉興)으로 
가는 배표가 120S•이고 지아싱에 
서 상하이로 가는 것은360문이니 
그래도 330문이나 남는다. 그것으 
로 나홀간의 식비를 삼으면 될 것 
같았다. 나는 곧바로 배표 파는 곳 
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배가 떠나 
기에는 물이 너무 얄고 또 물건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오 
늘은 떠날 계획이 없고 ̂내일도 떠 
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하 
여 나를 크게 실망시켰다.

지아싱으로 가는 우편선도 없 
느냐고 물었더니 그 배는 이미 떠 
났다고 한다. 이제 남은 방법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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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船主)에게 찾아가 부탁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실패했다. 상하이로 가는 배를 구 
할수 없어 정말 말 그대로 산길도 
물길도 다 끊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순간, 운하가 꺾어지는 
곳에서 우편선 한 척이 지아싱 방 
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 
는 그 배가 시 간을 어 긴 것이라 생 
각되어 몸의 피곤함과 통퉁 부어 
오른 두 발의 고통도 잊어버린 채 
다급하게 우편선을 쫓아갔다.

“지아싱으로 가는 배입니까?” 

큰 소리로 물어보았다.

“아니요; ’

간단한 대답이었다.

"지아싱 방향으로도 안 갑니

“안 가요；’

“그럼, 제가 가는 방향까지 조 
금만 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계속 “안 괜다”는 말 외에는 들 
을 수가 없었다. 나는 완전히 기진 
맥진하여 풀밭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사람들의 응 
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 
니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었다. 말투를 들으니 그들은 상하 
이 사람들이었다. 나는 일어나 앉 
아큰 행선 위에 타고 있는 그들을 
보았다. 그 배는 운하의 맞은편 언 
덕에 있었다. 몇 마디를 나눈 뒤 
그들은 작은 배로 와서 나를 싣고 
큰 배로 옮겨주었다. 그들은 내게 
너무 잘 해주었다• 차를 마시게 하 
고는, 내가 정신이 좀 들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자 또 다시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그런 후 내가

신발과 양말을 벗어 두 발을 좀 더 
편하게 하였더니, 사공이 세심하 
게도 발을 씻도록 뜨거운 물을 가 
져다주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또 내 
발의 화농된 물집을 보고는 자기 
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동정심 
을 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매번 다 
른 배가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로 
지아싱까지 가느냐고 물어봐 주 
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모두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였다. 시간이 하 
염없이 지나는사이,난 몇 시간잠 
을 청하였고 일어난 후에는 선장 
과 함께 언덕에 올라 관제묘(關帝 
廟)에 가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하였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아싱까지 
갈 기 력도 없습니 다. 만약 오늘 배 
를 타지 못한다면 우편선올 탈 돈 
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를 도우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 
은 반드시 구원의 팔로 도움을 베 
푸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제가 있는 이곳에 
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내가 오늘 그들 
의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나와 상 
하이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이 전 
하는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 
인지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말했 
다.

시내로 가는 길에 선주와 대화 
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편선 하나 
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선주가 
잠깐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나는 
그에게 내가 뱃삯을 충분히 가지



장승원 그림

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 
워주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에 탄 선원들과 큰 소리로 이야 
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는 이 배 
가 상하이에서 약 9마일 떨어진 
곳으로 간다는 것과 배가 닿으면 
선원 하나가 우편물을 육로를 통 
해 시내로 배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선원에 
게 말했다.

“이분은 상하이에서 오신 외국 
인인데 길에서 강도를 만나 상하 
이로 돌아갈 수 없게 되 었어요 그 
래서 부탁드리는데 이분을 당신 
들이 가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간 
후 가마를 하나 빌려 댁까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상하이에 도착하 
면 이분이 돈을 드릴 겁니다. 내 
배는 멀리 있는데，물이 불어나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 
금 내가 이 분을 보증하겠습니다. 

만일 이 선생님이 상하이에 가서 
당신에 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저 
에게돌아와서 내게받으면됩니

다.”

중국인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중국인 
이 얼마나 돈에 대해 조심하고 신 
중한지 알 것이다. 한 중국인이 낯 
선 외국인에게 이토록 호의를 베 
푸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편선의 선원은 그의 제의를 
수락하였고 나는 배까지 배웅을 
받았다. 드디어 나는 그 배의 승객 
이 되었다. 아! 진실로 나를 끝까 
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편선은 길고 폭이 좁은 편이 
어서, 행동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나마 배가 움직일 때는 
사람은 누워서 움직이지 말아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배 
가 옆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러한 것이 조 
금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누워있을 수 있어

서 좋았다. 그 동안 내가 바라고 
바라던 바가 이런 것이었다. 이 배 
는 지금까지 내가 중국에서 본 것 
중에 가장 빠른 것이었다. 배마다 
두 명의 사공이 있어 주야로 교대 
하며 노를 저 었다. 그들은 손과 발 
을 다 사용해서 노를 저었다. 바람 
이 적당히 불면 발로 노를 젓고 한 
손으로는 돛을 제어하였고> 다른 
한 손으로 배의 키를 잡았다.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 
는 즐겁고 빠른 항해를 마치고> 8 

월 9일 무사히 상하이에 도착했 
다. 주님께서는‘너를버리지 않으 
며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 
습니다. 세상 끝날 까자••”

다움 호에 개속

이 글은 홍콩 선도출판사에서 발간한 r헌 
신중화(獻身中華)J 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선도출판사의 승 
인올 받은 것이다.

번역: 차이나(본지 편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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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목적
한국 교회는 1912년 실질적인 타문화권 선교를 시작키로 
결의하여 그 다음 해인 1913년부터 실행에 옮겨 3인의 목사 
선교사를 중화민국 산동성 래양으로 파견하였다.

초기 3인의 선교사는 몇 년간어려운 조건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박태로 목사는 질병으로 그 가족과 함께 먼저 귀국 
하였고> 1917년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2명도 선교지를 철수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 교회는 1913년 부터 선교사를 타민족에 파송하기 
시작하였으나 선교사 자녀교육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는 자 
녀비를 지불하기 시작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1922년에 
이르러 조소임 씨가 ‘선교사 자녀 교사’ 로는 처음으로 초빙 
을 받게 된다. 1919년에 선교사 ol동학교가 병설되고 첫 교 
원에 임명된 박회복 씨가 수고하였으나 고국에서 첫 초빙된 
이는 바로 조소임이다.

조소임씨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조소임 씨는 선교사 자 
녀 교사로 첫 초빙된 한국 교회 여성이 되었다. 조소임이라 
는 인물을 통하여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에 대하여 미력하 
나마 접근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는 목사 선교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 
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 력사역하여야 한다는 것과 특히 
여성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부각시키고자한다. 그러면 
서도 그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과 선교사 자녀 교사로 
서 일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이들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 
단, 선교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 

준비하여 효과적이고도 총체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제 
도적이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연구의 자료와 범위 및 방법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11회 총회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대구에 계시든 묘쇼임시를 선교스의 즈녀교스로 연빙 흐 
야 금년 四월에 기학교슈흐오며”1>

중국선교를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만 조소임이라는 여성인물을 기억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기록은 총회록에 한두 줄 정도와 
1923년도 기독신보에 이름 나온 것이 전부여서 조소임을 
더 알 수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대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힌트를 얻었고, 그가 초빙받았다는 사실에서 중국 선교사와 
조소임이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었 
다.

조소임이 대구에 있었다면 대구와 관계된 선교사가 누구 
인가? 바로 1917년에 중화민국 산동으로 파송되었던 홍승 
한 목사가 아닌가. 홍승한 목사는 191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1)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데11회록, (1922), p. 91. 이하 “총회록”이라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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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부회장이자 대구 지방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남성정 
교회(현 대구제일 교회)의 목사였다.2)

선교사의 자녀교사로 초빙을 받게 된 조소임은 분명히 
기독교적인 고둥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을 것이고, 당시대에 
그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미션계통의 학교는 대구 신명 
여학교였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여고에 문의한 결과 그의 
학적부를 찾게 되었고 대구제일교회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 
교적부를 발견하게 되어 그의 출생부터 그가 중국에까지 
가게 된 경위를 모두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소임 교사가 1926년 중국 산동 래양 선교사 자 
녀 학교 교사를 사면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더욱 알 길이 
막연해지고 말았다. 조소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 
의 자손이 있을 터인데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만날수 있을 
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로그러한고민 중에 있을 때 방지 
일 목사님을 통해 그 이후에 관한 결정적인 연결점을 찾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의 출생에서부터 중국에 선교사 
자녀교사로 초빙을 받게 된 기간과 선교사 자녀 교사로 일 
한 1922년부터 1924년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이후는 
그의 남편되는 김진수 목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보려 
고 한다.

조소임이 남긴 글도 없고 그에 관한 기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본 연구는 여 러모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을 부인치 못한다. 그러면서도 몇몇 자료를 통하여 그리고 
중국선교 역사와 연결, 자녀교육 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인 
물이자 한국 교회 선교역사에 있어서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 
에 처음으로 초빙된 여성인물로 연구하되，사건의 내면과 
외면을 구분하면서 총체적으로 재구성되도록 하는 연구의 
방법을 채택하려고 한다.

선교사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고국을 떠나 중국 산동성에 
가서 사역하였던 조소임 자녀교사. 선교사들의 가장어려운 
점인 자녀교육 문제를 위해 처음으로 초빙받아 수고하였던 
그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제1편 출생과 성장기(1900 〜 1921)
제1장 시대적, 지역적 배경
조소임은 1900년 6월 7일 대구에서 태어났다.3> 그녀가 태어 
나기 17년 전인 1883년에 복음이 북쪽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15년 전인 1885년에는 제물포를 통해 언더우드 
와 아펜젤라가 한국땅에 도착, 복음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조소임이 태어나 
던 시기를 전후하여 대한제국은 열국의 각축장으로 변하였 
고 마침내 1905년에는 일방적인 을사조약의 체결로 주권을 
박탈당하였으며, 1910년에는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빼앗기 
고 말았다.

그녀가 태어난 1900년 한국땅에는 서양선교사 외에 한국 
인 목사는 한명도 없던 시기였다.4> 1900년에는조직교회가

2) 졸고, ■•홍숭한 목사와 산동성선교", 중국선교연구협회 제10회 중국
선교역사세미나(1995년 5월 30일) 발표연구 논문 참조.

전국적으로 2처, 장로가 없는 마조직 교회가 287처였으며 
한국인 장로 2명, 남자 조사 28명, 완전한 세 례교인이 3,710 

명, 세례교인 포함 신자총수는 9,364명에 이르고 있었다.5)

조소임이 태어난 대구의 옛 이름은 달구불(達句火), 또는 
달구벌(達句伐)이라 하였다.6) 대구지방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인 배위량 선교사가 방문한 날은 1893년 4월 22일이 
라고 전한다.7) 그녀가 태어나기 7년 전이다.

1893년 대구를 초도 순시한 배위량 선교사는 부산의 선교 
기지로돌아갔고 그후 1896년 봄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했으 
나 결국 대구 선교업무를 그의 처남인 안의와 선교사에게 
인계하고 임지를 옮기게 된다. 배위량 선교사의 뒤를 이어 
대구에 부임한 선교사 안의외는 배위량의 처남이 된다.

안의와 선교사는 대구지역 선교사업의 개척자요 경북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대구제일교회의 창설자로서, 그가 정 
식으로 부임한 것은 1897년으로 그 때 안의와 목사는 그를 
도와주는 김재수 씨와 함께 대구에 왔다고 한다.8) 현 대구제 
일교회의 부지는 1896년 1월경 구입하게 되었고 대지 420평 
에 초가 5동과 와가를 포함하여 대금으로 435원 50전을 지 
불하였다고 한다.9)

1897년부터 안의 와 선교사는 그의 조수 김 재수 씨와 본격 
적으로 선교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의사 장인차(W. 

ᄋ. Johnson, M. D.)씨의 내구를 맞이하여 안의와 목사는 
교회를 조직하였다.

1898년 12월 18일 제1회 당회로 모여 서자명, 정완식 2명 
에 게 학습문답하여 믿음과 결심 한 중거 만족으로 학습인으 
로 세우기로 결정하게 된다.油 1899년에 부해리 선교사가 
내구하게 되고 11월에는 사이추(Rev. R  H  Sidebotham)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 3명, 의사 1명, 세례교인(서자명 씨) 

1명, 학습교인이 9명이었으며 교인 총수는 25명, 주일헌금 
은 10원 46전이었다.

조소임이 태어나던 시기에 경북지역은 기독교가 막 그 
첫 걸음들을 옮기고 있었던 때였다. 그녀가 태어나기 1년 
전에는 교인 25명이 전부였다.川 당시 미국 북장로회 선교 
부의 삼대 선교거점은 대구와 경성，평양이었으며 그 대표 
적인 선교사는 안의와, 언더우드, 마포삼열이라 할 수 있었 
다.12)

경상도 지방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에 선교거점의 하나인 대구에서 조소임은 출생하였

3) 사립 신명학교 학적부 “죠쇼임” . 이하 "조소임 학적부"라 약칭함.
4) 장로교의 경우를 말한다.
5) 곽안련, "한국 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 김춘섭 옮김,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4) pp. 375~385
6) 이상근, “대구제일교회 90년사", (대구, 대구제일교회 90년사 출판 
위원회, 1983), p. 51.
7) IBID., p. 60.
8) IBID., pp. 60~61.
9) IBID., p. 62. 장로교의 대구 전래와 대구제일교회의 시작에 관 
하여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이재원，“개신교 대구전래사의 그 
문제점" ，창조，1985년 봄. 창간호，pp. 83〜 99.
10) JBJD., p. 63. 제1회 당회록

11) IBID., p. 64.
12) EBED.，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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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장 입신과 가정 환경
조소임은 1907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케 되었다. 그녀가 믿 
음을 갖기 시작한 1907년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의미가 
깊은 해이다.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홍의 물결은 장장6개월 
간 전국올 휩쓸었던 것이다.⑶ 조소임의 부친은 죠슨홍, 모 
친은 김씨라고만 기록되어 있다.1

부친 조순홍은 세례를 받은 신자였고 모친 김씨도 학습을 
받은 신앙의 가정에서 조소임은 성장하였다. 그녀의 부모는 
일찍이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소임의 
가정은 본래부터 대구에 거주하였던 것 같다. 원적과 당시 
주소가 동일하였다. 즉 대구부 남성정 52번지이다. 조소임 
이 출석하기 시작한 교회는 역시 집에서 매우 가까운 남성 
정교회(대구 남문안)였다.데 

조소임은 1914년 7월 19일 남성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ie) 세례를 베푼 사람은 당시 위임목사이자 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로 가게 된 홍승한 목사였다. 조소임은 그 
녀의 나이 15세 되던 해에 세례를 받고 완전한 교인이 되었 
다.

그녀가 세례를 받은 남성정교회의 당시 주소는 대구부 
남성정 43번지였고171그녀의 집은 남성정 52번지였다. 조소 
임은 1911년 가을 부임한 홍승한 목사에게서 1917년까지 
많은 신앙적인 감화와 지도를 받았던 것이고 그녀가 세례를 
받았던 1914년 당시에 남성정교회는 이미 대 교회로 성장하

13)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교회 백주년 준비위원회 사료분과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4), p. 216.

조소임이 출석하던 남성정교회

여 1912년경에도 매주일 천여 명이 모이는 대 교회였다.내>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도의 수가 
점점 증가하여 남성정교회 당회는 그들에게 ‘신앙고백문답’ 

을 하고 세례를 주는 일에 힘썼는데 세례는 수시로 매월 
한 차례 이상 시행하였고 문답은 거의 매주 하였던 것이다.

1913년 남성정교회 당회록에 의하면 •‘전의 작정에 의하 
여 학습인 41 명을 세우고, 39인을 세례주고 성례를 행하다” 

라고 기 록되어 당시 교회의 부흥상을 알게 해 준 다 .조 소  
임의 부친 조순홍은 직업란에 ‘장사’로 기록되어 상업에 종 
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적 형편이 비교적 여유롭고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 
랐으며 모친 김씨는 가사에 충실하면서 신앙생활과 자녀교 
육에 힘썼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부친 조순홍 성도는 딸 
조소임보다 먼저 세례를 받았다고 보여진다.해  조소임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식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던 것이다.

제3장 조소임이 받은 교육과 학교들
1. 신명소학교

14) 조소임 학적부

15) IBID. 대구교회, 대구남문안, 남성정교회 둥은 모두 동일 교회를 

말한다.
16) 남성정교회 교적부(1914X 신명학교 학적부에는 조소임의 신급란 
에 1914년 11월에 세례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남성정교회 교적 
부에는 조소임과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조옥님, 경복린, 허횡이 둥의 
세례일이 모두 1914년 7월 19일로 기록되어 있다.
17) 길진경, ••영계 길선주 목사 유고선집(제1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p. 299.
18) 이상근, OP. CIT., p. 87.
19) IBID., pp. 84〜 85.
20) 조소임 학적부

76 중국을 주께로



조소임은 북장로교 선교사 부해리 선교사의 부인 부루엔 
(Bruen)에 의해 설립, 개교한 신명소학교에서 5년 간 교육 
을 받았다.21)

신명여자소학교는 경북지방에 있어서 신교육 이념에 입 
각하여 세워진 최초의 학교이다.겠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인 신명소학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교육이 
념에서 출발한 학교였다.®  선교사들과 기독교인 교사들에 
게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주일에는 역시 교회에서 신앙교 
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신명” 이란 교명은 부루엔 여사와 안의와 목사 및 제일예 
배당(남성정교회)의 박덕일 씨와의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었 
다. “信”은 글자 그대로 믿음의 토대 위에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고 “明”은 빛을 뜻하는 것으로 어두움올 깨뜨리는 학문 
의 횃불을 말한다.예 이러한 교육이념을 가진 학교에서 교 
육을 받은 조소임은 후에 조선선교사 자녀교사로 초빙되어 
중화민국 산동에서 1922년부터 1924년까지 일하게 된 역사 
적인 인물이 된 것이다.

1  신명여학교
소학교를 설립하고 1907년 3월에 제1회 졸업생을 낸 신명여 
자소 학교로서는 졸업생들의 향학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학교를 창설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1907년 10월 23 
일에 신명여자중학교가 생기게 되었다.®

조소임은 1913년 3월 29일, 그녀의 나이 14세에 신명여학 
교에 입학하였다.해 당시 신명중학교에 입학하려면 무엇보 
다도 먼저 입교원(A» ) 이 필요하였다. 기독교 신자라야 
만 입학을 허가하였던 것이다. 이 수속이 끝난 다음에라야 
입학원서를 받아 가게 되었다. 입학원서에는 본인 및 학부 
형의 인(印)이 필요했다. 원서가접수되면 그즉석에서 간단 
한 성구를 받아 읽는 것이었다. 성경구절은 때에 따라 다르 
나 대개는 요한일서 4장 7절-8절이었다. 받아 읽기가 끝나 
면 입학허가가 끝나는 셈이다.끼

조소임이 입학하던 해에 본관이 낙성되었다. 신명여학교 
의 첫 졸업식은 1912년에 3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거행되 
었다.®  제1회 졸업생을 내놓을 때까지(1912년 5월 31일)는 
교명을 ‘신명여자중학교’ 라 했다. 이것은 부루엔 여사의 대 
한정부에 대한 충성에서 온 발로라고 기록하고 있다.29) 그 
터나 뿔라드 교장이 온 다음부터는 ‘신명여자학교’로 고쳤 
다 고 한다. 뿔라드 교장은 1912년 5월부터 1939년 5월까지 
젊 은 시절을 한국 여성 교육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여성이 
다. 30)

1913년 그녀가 입학하던 해인 1913년 4월 신명여자학교 
본관, 기숙사등3채의 낙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는데 이 
때 학생 수는 벌써 108명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만국기를 
식장인 남성정교회에 달았으나 일본기는 빼놓았고 달지 말 
도록 되어 있는 태극기가 오색이 영롱한 깃발 속에서 더욱 
빛났다고 한다. 이 낙성식 설교는 홍승한 목사가 하였다.피 
그녀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목사였다.

신명여자학교 초창기에는 월사금이 없었으나 1913년 4월

21) IBID., 이상근, OP. CIT., p. 72.

부터 받기 시작하였고 조소임이 입학한 1913년부터 2년간 
은 70전씩 이었다.32) 1917년부터 4년간은 1원씩이었고 별도 
로 한 학기마다 10전씩 용지대 및 위생비를 받았다.33) 

초창기의 제복은 횐 저고리 하늘빛 치마였는데 1913년부터 
는 횐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게 되었다.체 조소임은 재학 
기간4년 동안 횐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고 다녔던 것이다.

조소임은 재학시절, 후에 이대영 목사(중국 선교사로 
1922년 파송됨)의 부인이 된 김성애사모와도 알고 지냈 
을 것이며，1922년 이대영 목사와 김성애 사모가 중국 산동 
에 도착하기 이전에 먼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 자녀 
교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소임이 4년간 배운 과목은 다음과 같다. 성경，한문과 
조선어, 국어(일어), 수학，역사, 이과，도화(미술), 공업학 
등등이었다. 평균 4년간77점에서 82점을 받았다.제 조소임 
은 1917년 3월에 신명여자학교를 제5회로 졸업을 하였다.肪 

조소임이 신명여자학교를 졸업하던 그해 가을에, 남성정 
교회 위 임목사였던 홍승한 목사 가족이 중화민국 산동성 
선교사로 피 택되어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신명여자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박희복 여사가 남편 
김윤식 의사와 함께 중국으로 자원, 들어가게 되었다.力) 

1918년 11월의 일이다.

신명여자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게 되기까지 조소 
임씨가 한 일에 대해서는 는 바 없지만, 조소임은 당시 
여성들 중에 많지 않게 현대식 교육을 받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제2편 중화민국 조선선교사 자녀교사 활동 
시기 (1922〜1924)
제1장 중국 산동선교사와 자녀교육문제
1913년부터 조선선교사들이 중화민국 산동성 래양에서 언

22) 신명 50년사 편찬위원회，“신명 50년사”, (대구: 경북인쇄요 1957), 
p. 25. 이하 “신명 50년사”로 약칭함.
23) 이상근，OP. CIT.，p. 72.
24) 신명 50년사，pp. 24-25.
25) IBID., pp. 25~26.
26) 조소임 학적부

27) 신명 50년사，pp. 32-33.
28) IBID., p. 46.
29) IBID., p. 70.
30) IBID., p. 71.
31) IBID., p. 72.
32) IBID., p 76.
33) IBID.
34) IBID., p. 77.
35) IBID., pp. 139—140.
36) 조소임 학적부

37) 조삼도 장로의 1995. 5. 16일자 편지
조소임 학적부 전면에는 졸업일이 3월 28일로 되어 있고 후면에는 

1917년만 나오고 졸업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조삼도 장로 편지에는 
3월 15일로 기록되어 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졸업생 사진 
중에 누가 조소임인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이다.
38) 졸고，“한국장로교회의 중국선교역사 연구”, 중국선교 3, (인천:
청심당，1994)，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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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베우면서 선교활동에 착수하였다. 선교사들은 본국 교 
회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지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여러가 
지 어려움에 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준비가 부족하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녀교육에 
대한 방안이 전무하였다.

1915년 9월 잠시 귀국케 된 김영훈 목사가 선교사 자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of무련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 
였다.39)

초기 3인의 선교사가 모두 철수한 후 1917년 대구의 홍승 
한 목사, 평북의 방효원 목사, 그리고 1918년 평양 박상순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의사 김윤식 가정 이 평신도로 
자원하여 선교지로 건너가 선교사들을 도우며 의료활동을 
통해 복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1월에 중국 산동 래양에 선교사 ol동학 
교를 병설하면서 교장에 박상순 목사, 교원에 박회복 여사 
를 임명하게 된다.4이 대구 신명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김윤식 의사의 부인 박회복 여사는조선선교사 
의 자 녜 올  자기 집에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그 
터나 교실도 없고 교사가 없어서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김의사 부인이 그 일에만 전무하기에도 어려 
움이 있었던 것이다. 방효원 목사도 난감한 일들에 관하여 
열거하면서 “자녀교육이 난감이요”라고 보고하였다.42)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녀들을 등한히 하지 않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유보다 
자녀 교육에 만족할 만한 길을 찾지 못한 이유로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것 같다고 허버트 케인은 말 
한다.43)

선교사역이 훌륭하게 지속되고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선 
교사 자녀들을 위한 적당한 교육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여 
기에는 일정한 재산, 적당한 건물, 유능한 교사, 능력있는 
부모̂  강력한 교과과정, 높은 학과수준, 과외활동, 그리고 
필요한 재정이 포함된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자격 
있는 교사를 구하는 일이다.

능력이 있고 헌신된 그리스도인 교시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교회개척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 
지, 학교에서 선교사 자녀를 가르치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 
런 일에 자원하는 사람은 01주 적다. 선교사 자녀학교의 교 
사들은 학구적인 자격을 갖춘 위에 영적인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이들은 선교사역에 있어서 진정한 선교사로 인정받아 
야 마땅하다."네

1921년 11월 산동선교지 시찰위원 3인 중의 한 명이 었던 
마로덕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선교사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2~3년간 우리 선교사등의 자녀교육에 대하여 염려많 
이 한 것은 선교사의 자녀들을 마땅히 고국 방언으로 교육 
하여야 될 터인데, 선교사 부인 중에 교수할만한 이가 무할 
뿐더러 어학하여 선교하기에 구애도 되고 유아들인고로 본 
국으로 보내어 기숙하며 공부시키기도 난하며 또한 따로

39) 졸고, ••중국선교사 김영훈 목사의 생애”, 중국선교연구협회 제7회 
중국선교역사세미나(1995년 2월 21일) 발표 연구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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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초빙하기는 경비에 불능이라. 본 시찰원들의 생각에 
는 전도국에서 선교사 자녀 양성할 교사를 파송하되 래왕 
로비를 담당(擔當)하고 월봉을 반만 담당하는 것이 좋을 줄 
로 지하나이다”45)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을 마땅히 교육시킬 교사가 간절 
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선교사 자녀 교사를 찾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기독신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선교사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녀교사 한 사람도 같 
이 갈 터이다”

조소임 씨가 적임자로 선정되어 선교사의 자녀교사로서 
처음 연빙되어 고국을 떠나 중화민국 산동성 래양으로 가게 
되었고 1922년 4월에 드디어 개학,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 
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조소임 씨는 비록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 
의 자녀교사로 정식, 연빙된 한국 교회 최초의 여성이 된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문인 교사 선교사라 하겠으나 
당시에는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아니었다.48)

1922년 6월 이'후에 중국 산동 선교지에는 방효원, 홍승한, 

박상순, 이대영 목사 네 가족과 자녀들이 있었고 김윤식 의 
사 가족도 있었다. 조소임 교사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가 
르치기 시작하였다.

제2장 조소임 교사의 활동과 사임
1922년 4월 이전에 중국 산동에 도착하여 4월부터 교수를 
시작하였고 1922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래양성 남문의 
방효원 목사댁에서 모인 산동 래양 총선교사회에 참석하게 
된다.

선교사회의 정식회원은 아니었으나 김윤식 의사와 그의 
부인，선교사의 동교사 조소임이 방청으로 참석을 하였던 
것이다.49) 선교지 에 목사 선교사, 평신도 의사, 선교사 자녀 
교사 등이 팀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922년 9월 1일자로 선교지방이 두 곳으로 분립되었고, 

1922년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오전 11시에 래양 남관교회에 
서 성탄 축하식을 거 행하였는데 조소임 교사도 독창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였다.잇)

40) 박상순, “산동선교의 과거와 현재", 신학지남, (1935), 제17권 제6호, 
p. 339.
41) 조선예수교장로회 데8회회록, (1919), pp. 32-33.
이하 ••총회록••이라 약칭함.
42) 방효원, "중화민국 산동성 래양선교사 방효원씨 보고” , (경성: 조선 
예수교서회, 1920). p. 15.
43) 허 버트 케 인,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백 인숙 옮김 , 
(서울: 두란노서원, 1989X p. 267.
44) IBID., H). 263 ~264.
45) 마로덕, “조선 예수교장로교회 중국선교사업 시찰사황”, 신학지남, 
(1922)，제4권 제3호，p. 506.
46) 기독신보, 1922년 1월 25일자.
47) 총회톡, 제11회，(1922), p. 91.
48) 김활영 선교사는 그의 박사논문에서 조소임을 
"Missionaries Woriced in Shantung”에 포함시켰는데 잘못되었다. 
김활영, “From Asia to Asia", p. 40, 50.
49) 기독신보, 1922년 9월 13일자.
50) 기독신보，1923년 2월 28일자.



조소임 교사는 1924년 봄까지 산동에서 선교사의 자녀들 
을 가르치고 선교사 자녀 교사직을 사면하게 된다. 만 2년 
정도 사역한 셈이다.타)

중국 산동성 래 양에 조선선교사 자녀 들을 위 한 o l동학교 
가 설립되어 소아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기의 자녀 
들은 본국(조선) 학교나 중국인 현지 학교, 청도 아메리카 
중학교, 중국 내에 설립된 일본인 학교 등에서 중등교육을, 
대학교육은 본국이나 일본에서 받도록 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의 자녀교육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 
졌다(1919~1967).
1) 본국에서 아동학교 교사를 초빙하여 소아들은 선교사 
아동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2) 소학교 취학 연령 자녀들은 본국 소학교, 중국내 일본인 
소학교, 중국 소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3) 중등과정의 자녀들의 경우 중국 중학교, 청도 아메리카 
중학교，본국 중등교육기관, 상해여고 등에서 교육을 받았 
다.
4) 전문학교, 대학교육의 경우 본국(승실전문), 동경 양재전 
문，일본 동지사신대，동경 입교대학 등 본국과 일본에서 교 
육을 받았다.
5) 격변기에 방지ᅵ일 목사는 자녀들을 직접 집에서 가르쳐야 
했다.

조소임 교사는 조선선교사 아동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단 
기간 헌신하였던 여성이다.

조소임 교사가사임하면서 평양 승의여학교 출신 이영애 
씨가 1924년 6월부터 대신 사역케 된다.52)

제3편 목회자 사모 조소임
제1장 결혼과 그의 남편 김진수
중국에 다녀온 후 조소임은 당시대 상황에서 볼 때 나이든 
처녀였는데 평북 선천군 신부면에서 출생한 사람 김진수와 
결혼하게 된다.

조소임은 평양에 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비교적 여유 
롭지 못한 형편 가운데 살았고 남편 김진수가숭실전문학교 
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조에 힘썼다고 한다.5

남편 김진수는 1921년 평북 선천 신성학교 졸업과 3‘1운 
동시위로6개월옥고를 치루었다고 한다. 평양 숭실과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중국으로 건너가 석가장 교회에서 
목회도 하였다. 또한 1940년 선천동교회 위임목사로  ̂ 사회 
의 지도자로, 웅변가로 많은 동포의 가슴에 복음과 항일투 
지를 심어주었다고 ‘신성학교사’에 기록되어 있다.M  

그러나 일제말기 그의 개명한 이름은 “ 金 ᄈ 株 ” 였으며 
평북노회장으로 “ 참된 일본기독교 樹 立 案 ” 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55> 일제말기 신사참배와 일제에 
순응적인 글을 쓰기도 하였다.5히 

김진수 목사는 &25 사변시 패주하던 공산군이 소위 반동 
분자로 요시 찰 인물을 먼저 처치하고 도주할 때 총살당하고 
말았다.해

51) 총회록, 제13희, (1924), p. 78.

제4편 결론
조소임씨는 경북출신으로 대구에서 성장하여 단기 간이었 
으나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로 초빙되어 수고하였던 한국 
교회 최초의 여성이었다.

조소임 교사는 중국에서 단기간 사역 후에 귀국, 김진수 
씨와 결혼하여 목회자 사모로 내조하였다. 그녀의 큰 •들 
이 있는데 대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에서 산다고 
한다.58)

선교사 파송에 힘쓰고 있는 한국 교회는 선교사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체계적인 대책 
과 지원에 힘써야만 하겠다. 목사 선교사 파송뿐만 아니 라 
의사, 선교사 자녀 교사, 전문인 등 팀선교가 이루어져 효과 
적인 선교사역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선교는 종합적，총체적 이어야 한다. 선교사 자녀교육문제 
가 선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 
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는 현실이다.

선교사 자녀 교육에 처음으로 초빙，사역케 된 조소임 교 
사의 헌신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고 단기사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는 점을 생각케 
한다.

한국 교회가 해외선교사 파송에 너도나도 참여하지만 실 
질적인 문제들에 관하여서는 너무 무관심하지나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하겠다.

단기간이었으나 1920년대 초 한국여성으로 선교사 자녀 
교육에 참여한 조소임씨를 기억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이 러 한 사역 에 더욱 많은 좋은 교사들이 일어나고 
헌신되기를 기대하며 짧은 연구를 마무리하려 한다.

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지는「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 홍승한 목사(m)」 
는.필자의 사정으로 다음 호(1996. 5/6)에 연재될 예정입니다. 
※정정-지난 호 p. 76에 ‘홍승환’으로 인쇄된 것을 ‘홍승한’으로 정 
정합니다.

52) 총회톡, 제 13회，(1924), p. 78.
조선선교사 자녀교육 문제에 관하여서는 졸고, “중화민국 조선선교사 
자녀교육 문제 역사적 고찰(1913〜 1957)”，
중국선교연구협회 제16회 중국선교역사 세미나 (1995.12. 29) 강의안 
올 참조하라.
53) 방지일 목사의 중언, 1995년 6월 3일.
54) 신성학교 동창회 교사편찬위원회, “신성학교사”，
(신성학교 동창회，1980), pp. 442 -443.
55) 기독교신문，소화 18년 9월 22일자，29일자.
56) 한국 교회 순교자의 한사람인 김진수 목사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올 
참조하라.
김춘배，“한국기독교수난사화”，(서울: 성문학사，1979), pp. 278~279. 
신성학교사，기독교대백과사전(제3권, 기독교문사，1985)，한국 교회 
순교자(이형근) 순교자 김진수 목사의 일제말기 활동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57) 김춘배，“한국기독교수난사화”，pp. 278-279.
58) 방지일 목사의 중언, 1995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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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il 서 온 A 스!

선교 백년의 신앙을 이어온 묘족

주애화

묘족들은 기독교 선교 백년을 지나오는 동안 선조들의 신앙이 면면이 흘러왔던 소수민족으로 유명합 
니다. 이들은 특히 공산주의 하에서 심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신앙을 지키느라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길은 무척이나 험하고 산에는 나무하나 없는 황토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렵게 
묘족의 부활 주일 행사를 보고 온 이후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한번 묘족을 찾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10월 초순경, 우리가 묘족을 방문하기로 되어있는 주간에 비가 많이 와서，갈까말까 망설이다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묘족을 방문했습니다. 이 길은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데다 황토 흙으로 되어진 
산길이，마침내 계속된 비로 인해 사람이 보행하기에 너무나 힘든 험악한 길로 변해 버렸습니다.

두 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네 시간이나 걸려서 가야 했습니다.진흙 구덩이에 발이 
푹푹 빠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진흙이 한 짐씩 달라붙어, 누가 뒤에서 장단지를 자꾸만 잡아당기는 
둣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장단지가 얼마나 땡기고 아프던지, 과연 을까지 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되돌아가고픈 마음이 굴뚝같았으나，‘주님은 이보다 더한 골고다 언덕길을 나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이까짓 어려움쯤이야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우리의 차림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자 성도들이 우리를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던지 피로와 다리의 통증이 순식간

80 중국올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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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진흙 구덩이에 빠져가면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더욱 기뻤습니다.

묘족 찬양단원은 60~70명 쯤 됩니다. 이들이 다음 주일에는 시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기도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통비를 채워 주시지 않으면 단원 전체가 가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갈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저희들을 보내 주셔서 특별헌금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어 
린 헌금으로 그들은 그 다음 주간에 60~70명 모두가 시내 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 
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교회이기에 우리도 함께 그곳에 가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올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묘족을 사랑하시는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그야말로 영혼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중에 한 선교사님은 
이들 모두를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 교회와 교류를 갖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지난 번에도 소식을 전했듯이 이곳 마을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라서 물을 아주 멀리 
가서 길어다 먹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모 선교사님께서 고장난 양수기를 
7천 원(한국돈 7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완전히 수리해 주셨고> 또한 사료를 만드는 기계를 사라고 
천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그 마을에서•주 큰 경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촌장과 
마을의 모든사람들이 학교에 모여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들로서는 
8천 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돈입니다.

또한, 묘족은 교육 수준이 낮아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부족으로 인해 믿는 사람 가운데도 가면 갈수록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묘족의 교육수준을 높여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을 방지하고 
저들의 신앙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장학생 제도를 마련해서 일꾼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이들 장학생들 가운데는 
불신자도 포함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 줄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더욱 복음이 
확장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국돈 15만 원이면 중，고등학생 한 명을 1년동안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둥학생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만이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학기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중국어로 된 관주 성경책을 요청해서 다음엔 꼭 구해서 
갔다주마 했는데，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내의 큰 교회에서도 책을 구할 
수 없어, 난징(ᄈ)에서  출판된 것이라 난징엔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삼자교회에 들렀는데，다행이 몇 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한 권만사고 나머지는 헌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출판되어 나올 때에 본인들이 
구입하기가 쉽다고 하더군요 이 성경책 구입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동역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소식을 전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애호!/ 중국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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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옷

장춤팡 (張慶方)

청조(淸朝)시대의 예북

60,70세 된 노부인이 생각 
하기에 치파오는 역시 최 
고의 예복이다. 크고 작은 

연회장에 참석해 보면 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의 중년 여성에게 
치파오는 사라진 젊은 나 
날들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게 만든다.

20,30대 젊은 여성의 인 
상 속에 떠올려지는 치파 
오는, 어릴 적 엄마의 ‘립 
스틱’이라든지 ‘하이힐’과 
같은 것으로서 아득히 먼 
꿈 속의 유물일 뿐 지금은 
현실적으로 전혀 어울리 
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된 
다.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 
파오는 참으로 사라졌는 
가? 이 시대의 중국여성들 

은, 장차 어디가서 그녀들 
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구 
름같은 치마와 날개같은 
옷’을 찾아 볼 수 있겠는 
가?

치파오란 이름 그대로 
청나라 기인(旗ᄉ:만주인, 

일반적으로 한족이 만주 
사람을 지칭하는 말- 역자 
주)의 복장을 말한다. 청 
나라 때의 고전인「청비류 
초(淸 裤 膨 )』에는 다음 
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부녀자들의 의상은 위 
아래가 나눔이 없이 연결 
되어 있다.”

외조부가 청정 대신으 
로> 어릴 때부터 줄곧 환관

중국을 주께로



세가에서 자랐고 중국 오페라에서 명연기를 
펼친 마위치(馬玉琪)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치파오는 청대의 예복으로 초기의 치파오 
는 소박하고 품이 넓어 유목민족의 풍미를 보 
유하고 있었다. 청조 이후에야 비로소 소매, 

허리 등 신체 각부분에 맞게 허리 구분은 생략 
되고 축소되었다.”

전통의상으로 제정되기 까지

그러나 그 당시에 치파오를 중국 전통의상으 
로 삼는 데는 논쟁이 많았다. 60여 년이 흐른 
지금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 
하다. 30여 년 전에 중국복장사(中國Hgg史) 

과정이 개설된 보인대학교(輔 仁 * 왕 위  
칭(또宇淸) 교수는 국복(國服) 제정에 특수한 
배경이 있다고 설명한다.

1928년(민국 17년), 혁명군이 북벌에 성공 
하여 난징(南京)에 수도를 정할 당시, 국가의 
모든 일을 재정립해야 했다. 국부의 장례식에 
정부 관원들이 참가해야 했는데 적당한 예복 
이 없었다. 그리하여 1925년 4월 정부는 재빨 
리 국복 제정 조례를 공포했다.

당시 사회의 사람들의 복식은 크게 두 종류 
로 나뉘었다. 하나는 서구 문물을 숭배하는 소 
수의 무리들과 유학생들이 입고 있던 서양식 
의복이고 ̂또 다른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 
고 있던 청나라식 관복과 마고자였다.

국복을 정하면서，만주의 의복을 국복으로 
제정하기에는 대표성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중국이 만족의 통치를 받은 지 이미 
268년이나 되어 복장은 이미 송,명 시기의 그 
것과는 상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현재의 풍속 
을 파괴하고 복고풍의 옷을 제정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로 인해, 수십 차례의 
토론을 거쳐 마지막으로 당시 백성들의 의복 
관습을 따르기로 했던 것이다.

“그 때 우리들이 입었던 치파오는 몸에 연결 
된 소매와 바로 앞뒤 양편을 꿰매어 아주 여유 
있게 만들어진 단청색의 의상으로> 활동하기

에 아주 편리하였다.”

화가인 량단핑 (ᄈ 豊 )은  1945년 당시 항주 
에서 공부할 때 입었던 치파오를 회상하며 이 
렇게 말했다.

변하고 또 변하여

1M0년대는 치파오의 변화가 가장 심했던 시 
기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화배우들 
의 세련된 차림새에 이끌려，여유있고 완만한 
모양의 치파오는 신체의 허리선을 따라 몸에 
붙도록 개조되어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하였 
다. 목，소매，옷 길이，색깔，여밈 장식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유행에 따라 한 때 옷깃이 높아지기도 하였 
다. 비록 한창 더운 여름일지라도 세련된 여성 
은 귀부리까지 높이 세운 치파오를 입기도 했 
다. 그리 머지않아 다시 낮은 옷깃이 유행되기 
.시작하더니，심지어 옷깃이 생략되어 없어져 
버린 적도 있었다. 유행에 따라 소매도 길게 
또는 짧게 변하다가 아예 소매가 없어져 버린 
때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 상황에서는 
매우 대담하며 반항적인 성격을 가진 여자들 
만이 소매없는 치파오를 입을 수 있었다.

그 후 치파오는 서서히 간편하고 입기에 편 
리 한 옷으로 변형되었다. 몸길이, 팔길이가 짧 
아지고 목도 깊이 파였으며, 다시 서양의상의 
앞뒤와 가슴선 등 입체적인 봉제를 도입하였 ' 

다. 이렇게 치파오의 형태가 현대적 양식을 띄 
게 되자 청조 때 만주인들이 입던 치파오와는 
매우 달라지게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비록 치 
파오의 기원이 동북쪽에서 비롯되었지만 전 
국적으로 퍼져갔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정부 
가 대만으로 옮긴 후 대만의 부녀자들도 점차 
치파오를 입기 시작했다. 한편, 기나긴 일본 
통치 말기에는 조국에 대한 향수를 의상에다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치파오는 
당시에 고귀한 복장이었으므로 부잣집 마나 
님들이 입기 시작하여 결국 해마다 특별한 절 
기를 맞이하면 치파오를 만들어 입는 풍속이 
생겨났다.



최근 들어 현대호®  스타일의 치파오；나 유행되고 있다<대만).

중국미를 나타내는 치파오

치파오는 왜 그렇게 중국여성들에게 매혹적 
이며 일생동안 귀하게 다루어지는가?

‘우아미와 정제미’가 극치에 달한다며 치파 
오를 매우 선호하는 량단핑( ■ 豊)은, 치파 
오가 중국 여성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의 조 
화와 전아한 기 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옷이라 
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1988년 타이페이에서 열린 
국제 미인대회 때 우아하고 아름다운 각국의 
아가씨들이 대회 주최측인 중국을 대표하는 
의상 치파오를 입었으나，사람들이 느낄 때 그 
리 01름답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외국 여성 
들의 신체건강한 아름다움은 중국 여성의 부 
드럽고 세밀한 아름다움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치파오를 입은 서양 미인 
들의 모습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중국 여성 
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 
다.

치파오는 과연 우아하고 중국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다. 그러나 치파오의 좋은 점은 
상공업이 발달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결점 
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정갈하고 세미한 수 
공이 그러하다. 숙련된 기술자가 하루에 많이 
만들면 한 두 벌 정도 만드는데，공임은 옷감에 
따라 다르다. 3,4천 원(한화 9만원 ~12만원)에 
서 5 ,6천 원까지 다양한데, 다양한 무늬, 구름 
모양의 자수나 여러 가지 무늬의 꽃모양 둥을 
첨가하면 만 원(한화 30만 원)을 웃돈다. 대량 
으로 제조하여 값도 싸고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기성복과 경쟁하니 자연히 도태될 수밖 
에 없다.

현대 중국의 여성들이 치파오에 대해 느끼 
는 가장 큰 결점은 행동하기에 불편하다는 것 
이다. 남성이 주로 집 밖에서, 여성이 주로 집 
안에서 일하던 시대의 여성은 치파오를 입고 
삼륜차에 앉아서 우아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 
었다. 하지만 오늘날 출퇴근하는 여성들이 만 
일 치파오를 입고 밀리는 공공버스를 타거나 
큰 거리에서 분주히 돌아다닌다면 그 모습은 
결코 0[룸답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요즘 매일 치파오를 입는 사 
람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거나 
항공사 요원, 예술품 센터의 안내원 정도일 것 
이다.

그리고 원래 가장 단정하고 예절바른 복장 
으로 생각되었던 치파오가 오늘날에 이르러 
서는 여성미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옷이 
되었다. 지금은 몸에 더 달라붙도록 치파오를 
고쳐서 두드러진 곡선미가 더 드러나게 되었 
다. 이 렇게 변해버린 치파오에 옆트임이 점점 
높아져서 번화한 유홍업소나 술집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야한 치파오가 유행되어 버린 것 
이다.

번역 /이민선 • 본지 편집기자 
위 글은 대 만 「光■ 誌社」에서 발간한 <中國ᄉ해註冊 
商標>의 “中 國 女 性 最 包 裝 J旗袍”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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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도록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전 13:8〜 10)

도자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은사를 발휘하기 위한 설교는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만당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고 
나서 마침내 자신은 버림을 받게 되기 쉽다.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게 될 때 스스로 대단하게 여길 뿐 아니라, 대단히 영적이며 고상하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은사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말할 줄 는 나귀도 역시 나귀에 
불과하다. 그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님이 사용한 나귀는 당시에는 매우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한 마리의 나귀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것은 단지 주께서 4 용하실 때 비로소 은사가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항상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람됨을 바르게 고치며 우리 자신이 주께 향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을 피조물의 자리에 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가 발휘될 때，비로소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메■러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사람은 마땅히 주를 사랑하고J 죄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의 은사를 지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교회를 섬기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하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고전 8:1).

편집자 주: 이 글은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저술한 홍 콩CM1(中 驅 音 會 )에 서  출판한 묵 상 집 「晨光j  중에서 한 문장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홍콩 CMI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 : 이민선/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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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만세
(愛 情 萬 論

조일래

인을 표상하는 두가 
지 단어가 있다면 그 
것은‘광기’ 와 ‘고립’ 

일 것이다. 영화 속에서 광기는 
폭력으로 나타나며 고립은 자살 
로 이어진다. 오늘날의 세계를 제 
대로 반영한영화라면, 그리고 그 
런 일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전달 
하기 위해 고민하는 감독이라면 
틀림없이 그의 영호h는 앞서 제시 
한 두 단어 사이의 어딘가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작가의 관심이 어디에 더 가있 
느나에 따라 ‘작가의 추’는 •심리 
적인 무게 중심’으로 이동하기 마 
련이다. 광기 쪽으로 기울어지든 
가，고립으로 치닫든가.

채명량{蔡明亮)의 「애정만세」 
는 현대 소비 사회 속에서 고립된 
‘개인의원자화’롤 묘사한수작(秀 
作)이다. 이 영화의 특기할 만한

점은 음향효과인데, 채 감독은 대 
사의 부재를 통해 현대인의 단절 
과 일상의 황폐함을 보여주고 있 
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소리는 
차단된 벽 바깥으로부터 들려오 
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량의 소 
음, 차기운 콘크리트 계단을 딛는 
구두 뒷굽 소리, 욕조 속에서 경련 
을 일으키는 물방울 소리가 대부 
분이다. 둥둥 떠다니는 모든 죽어 
있는 것들 속에서 그나마 살아있 
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숨소 
리이다. 그것은 ‘우연’과 ‘애정없 
는 성관계’ 속에 매개된，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고통스런 
몸부림인 것이다.

이 영화 속에는 ‘메이’라는 한 
젊은 여자와 ‘아정’과 ‘소강’이라 
는 두 젊은 남자가 등장하지만 그 
들이 어디에 사는지，식구가 몇인

지，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게 되었 
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들은 
작위적인 상황설정에 의해 도시 
속에 내던져진 존재들이다.

영호h는 납골당 세일즈맨인 소 
강이 우연히 메이의 아파트 문에 
꽂힌 열쇠를 훔침으로 시작된다. 

이어 어떤 카페테리아에서 메이 
를 곁눈질하는 어떤 남자{아정)가 
등장하고 아정이 메이의 뒤를 밟 
는다. 이름을 알 필요도 없이, 누 
군지도 모른 채 다만‘살아있음’의 
체취에 목말라하는 메이와 아정 
의 육체관계가 진행되는 동안 벽 
바낄에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자살을 시도하는 심약한 성품의 
소강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다.

날이 밝고 그들은 다시 남남인 
채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메이는 
어디론가 이민을 떠나기 위해 아 
파트와 가게를 판다는 내용의 전 
단을 길거리에 붙인다. 여기저기 
서 전화가 걸려오고 집을 보러 사 
람들이 찾아오지만 계약하는 사 
람은 없다. 소강은 아파트 문에서, 

아정은 메이의 핸드백에서 각각 
홈친 메이의 집 열쇠로 메이의 집 
에 잠입한다. 이 때 서로의 인기척 
에 놀란 아정과 소강은 그것이 메 
이인 줄 알고 조바심 하던 끝에 각 
자의 존재를 알게 된다. 뚜렷한목 
적없이 동행하게 되는 아정과 소 
강 앞에 다시 메이가 찾아오고, 메 
이와 of정이 다시 애정없는 성관 
계를 갖는 동안 소강은 침대밑에 
서 그들의 소리를 엿들으며 고통 
스러 워 한다.

날이 밝고 다시 메이는 떠나고, 

침대에서 곤히 자고있는 아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소강은 of정 
의 곤한 숨소리에 ‘살아있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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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정을 느끼고 아정에게 입맞 
춘다. 여기서 소강의 다소 동성애 
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메이는 다시 근처 공원을 한참 
동안 배회하다 인적이 드문 한적 
한 벤치에 앉는다. 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메이는 
한참 운다. 이브생 로랑 한 개피를 
꺼내물던 메이는 다시 울기 시작 
한다. 담배연기와 메이의 흐느낌 
을 뒤로하고 영호h는 끝이 난다.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는 대만에 
게’94년 황금사자상을 안겨준다.

단조로운 화면구성, 이야기 없 
는 이야기，그것은 지켜보는 사람 
을 장시간 동안 질식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ᅡ콜라와 
담배연기가 자욱한, 대화가 단절 
된 화면을 통해 채명량 감독이 말

하고자하는것은무엇일까? 그 
것은 대중 속에서 익명으로 살아 
가도록 분절되고 원자화된 개인, 

아무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채 방치하는 또 방치당S fc  

인간, 그 무의미, 무목적의 범주속

에 실로 오늘날 우리 삶이 주저앉 
도록 프로그램호̂ 된 인간의 모습 
이다. 채명량 감독은 우리 시대 인 
간의 딜레마를 아주 적확하게 그 
려냈다. 진실로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떤 지점에 맞닥뜨려져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또한 스 
쳐지나가는 ‘관계의 피상성’에 좌 
절해 본 사람이라면 메이의 눈물 
로 채워지는 마지막 장면에 다다 
를 즈음 그녀와의 일체감을 느끼 
게 된다. 그럴 때면 무물가의 入유 
마리아 여인 메이를 힘껏 안0 [주 
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 
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그녀가 어 
떤 존재로 지음 받았는지를 알려 
주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오늘날은 낯 
설음이 익숙함을, 비상식이 상식

을 압도하는 세상이다. 우리가 알 
거니오卜，포스트 모던적 세계 안에 
서 객체는 부활하고 주체는 해체 
된다. ‘절대’는 배척되며 따라서 
‘절대자의 이름’도 감금당한다.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자행되

「靑少¥1>평」, 「愛情萬歲」등을 만들
어 온 채명량 감독은 변화가 가속화 
되는 대만에서 창작 소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던 일체의 억압은 페미니즘의 이 
름으로 도전받으며 그런 오ᅵ중에 
‘간 큰 남자’가 발 디딜 틈은 없다.

현재 대만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목적 
을 상실 한 채 고뇌 하는 영 혼들，메 
이와 아정,;I 소강. 이들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우리시대의 ‘땅끝 
사람들’이다.

누가 이들에게 진정한 아버지 
의 이름을 되돌려 줄 것인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애타 
게 부르며 찾고 찾을 즈음, 아버지 
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그 
아들이 엉겅퀴 수풀 사이에서 갇 
힌 모습으로 발견되는 순간, 달려 
가 끌어 안고 입 맞추며 감격의 눈 
물을 홀리실 그 아버지의 이름，아 
바 아버지를!

조일래 / IVP 영상제작팀

외로운 한 쌍의 남녀가 번화한 도시 속에서, 낯선 타인을 향해 순간에 지나지 
않을 애정을 갈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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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讀過幾遍聖經?
성경을 몇 번 읽어 보셨습니까?

청년부 모임 때, 청년부 담임 전도사와 임원들의 대호띠1다. .

權 傳 道 師  : 敎 會 最 近 在 推 行 讀 經 運 動 ，各 位 要 不 要 報 名 呢 ?

Quan chuandaoshuJik)hui zuijln zai tuDdng dujing yundong, gewei yao bu yao baoning ne? 

권 전도사: 최근 교회에서 성경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등록했습니까?

靑 年 會 友  A : 我 們 對 這 次 的 活 動 不 太 淸 楚 ，所 以 還 沒 報 名 。 •

Qngni숭nhuiy6u A: Women dui zhm  de huodong butai qingchu, suoyi hai mei Momihg. 

청년회원A: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몰라서 아직 등록을 안했습니다.

權 : 很 簡 單 , 這 個 活 動 就 是 一 年 速 讀 一 遍 聖 經 0

Hen jî ndan, zhege huodong jiushi ylnian sudu yibian shengjing.

아주 간단합니다. 일 년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겁니다.

靑 年 會 友 B ： 權 傳 道 師 , 請 問 你 讀 過 幾 遍 聖 經 ?

Quan chuandk)shu, qmgwen ra du guo ji bian shengjing.

전도사님은 성경을 몇번 읽어 보셨어요?

權 : 很 懒 愧 ，我 只 有 讀 過 十 幾 遍 而 已 o 

Hen cankui, wo zhiy6u duguo shi ji bian er yi.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겨우 열몇 번 읽었습니다.

A  ： 我 更 不 好 意 思 呢 . 從 小 到 敎 會 , 但 新 舊 約 全 書 還 沒 讀 完 一 偏 呢 。
Wo geng bu hao yisi ne. cong xiao dk) jik)hin, 

dk i xlnjiuyue quanshu hai mei du wan yibian ne.

저는 더 부끄러운데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지 못했거든요

權 : 那 麽 你 一 定 得 參 加 這 次 的 讀 經 運 動 了 。
Na me m yicfing dei canjia zhed de dujing yundong le.

그럼 이번에 꼭■성경읽기 운동에 참가해야겠네요

推行 (tui xing)： 추진하다，일울 벌이다.
速讀聖經 (sCi du sh6ng jing)： 성경을 통독하는 것. 
活動(hu6 d6ng)： 프̂로그램，활동.
備 愧 (治  kuO： 부끄럽다，송구스럽다.

報名(b슨ᄋ ning)： 등록하다, 접수하다.
靑年會友 (qfng nî n hui yᄋu): 청년 부원 •
S 楚(qing chu)： 또렷하다，잘 안다 
不好意思.(bO hao yi si)： 미안하다，부끄럽다.

차이나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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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병 이야기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 자서전

년,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에서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1955 최찬영 목사. 그는6 • 쪼의 상흔이 가시기도 전, 선교라는 말자체가
소  낯설던 그 시절에 한국에서의 안정된 장래를 모두 포기하고 과감히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헌신했다. 그 당시 선교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월 
한 민족이，미개한 민족이나 야만인에게 가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며,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선교사는 모두 서양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때였다.

그는 37년 간 태국，홍콩, 필리핀 등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태국과 라오스 성서공회 총무로 사역하였고> 1978년부터 1992년 은퇴하기 
전까지 역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성서공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무로 사역했 
다. 그는 교단이나 한국이라는 국가를 초월한 아시아의 선교사였으며, 더 나아가 
세계의 선교사였다. 선교사에서 은퇴한그는 현재 미국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한국 
선교학부 주임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의 사역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에 애덕기금회를 통해 성경 인쇄공장을 
세워 중국어와 그 밖의 소수민족 언어로 1천만 권의 성경을 출판해내는 초유의 
사역을 감당한 사실이다. 이는 실로 세계 문서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공헌이 
었다.

이 책이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로서 겪어 
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무 
엇보다도 최찬영 선교사의 인격적인 삶과 헌신적인 사역이 가히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의 기도는 지금까지 
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하였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러 나 확신에 찬 목소리 로 대 답하였다. “제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선교사의 삶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만 
있다면 조금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본문 중에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40년 간 선교의 현장에서 일했던 최찬영 선교사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될 것이다.

<최찬영 0/0A7/ • 죠이선교회 출판부 ■ 姆 쪽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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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가치관

센고쿠 다모쓰 ■ 딩치엔 지음 

황원권 옮김 

신국판 . 302쪽 ■ 9,000원 

을유문화사

보통 구세대와 신세대로 구분하고 있 
는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혁명세 
대의 노년층과 30，40대의 중반인 문 
혁세대，그리고 신세대로 불리는 개혁 
개방 세대가 어울려 복잡하고 미묘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국가나사회의 정책에 대해 굴 
절된 사고방식의 기존세대들과，자본 
주의와 자유를 갈구하는 신세대의 배 
금적이고 이기적인 생활 태도로 인하 
여 결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가치관 
을 갖고 있다고 이 책은 말한다.

일본인인 저자는 연구를 통해 일본 
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 
‘피로를 느끼게 하는 중국’이라는 편 
견에서 벗어나, 중일 양국의 공통된 
개념과 더불어 중국 특유의 문화사상 
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타문화권이 다 그렇긴 하지만 중국 
은 외국인의 눈으로는 더더욱 쉽게 이 
해할 수 없는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나라이다.
이 책을 읽고, 중국인에 대해 불신으 

로 일관된 개 인주의자라는 편견을 좁 
힐 수 있는 이해를 갖기 바란다.

중국 12억인의 개혁개방

NHK 중국 프로젝트 지음 

최학준 옮김 

신국판 • 334쪽 • 7,000원 

하늘출판사

이 책은 일본 NHK방송 특별기획으 
로 중국을 취재하여 다큐멘터리로 
방송했던 내용이다.

‘중국을 읽으면 21세기가 보인다’ 

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전 4권 
으로 구성되어 기획자가불가사의한 
중국에서 고민하고 발견한 모든 것 
을 담고 있다.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 비교적 상세히, 또 
한 프로듀서가 경험했던 상황을 다 
양하고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중국을 알고 그 진실을 이해한다 
는 것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 
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을 읽으며，중국을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전망하는 관점 
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인의 그 놀라운 가능성을 가늠해보 
고 그들이 바라보는 삶과 생존을 향 
한 몸부림에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 
을 것이다. 선교적인 관점을 가진 독 
자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중국의 현 
실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정계 지음 

신국판 • 232쪽 • 7,000원 

중문출판사

중국을 움직이는 실세의 변화는 세계 
의 기존질서를 변화시키는 주요인이다. 

때문에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12억의 중국인 
은 물론 전 세계인의 관심사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공산정권의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도층 
의 ‘갈등’과 ‘연합’으로 수차례의 ‘노선’ 

과 ‘인사’의 변화를 거쳐 현재〈포스트 
덩샤오핑 시대〉에이르게 되었다.이 책 
은 바로 덩샤오핑 이후 중국을 이끌 지 
도자 7인의 생애와 사상적 배경 및 그 정 
치노선을 통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실세 7인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당 
총서기직을 맡고 있는 장쩌민(江澤民), 

국무원 총리 리펑(李鹏)，전국 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장 치아오스(喬石)，전 
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리루이환(李權環), 국무원 제 1부총리 
주릉지(朱 ᄈ )，중앙군사위원회 부주 
석 리우화칭(劉華淸)，중앙서기처 서기 
후진다오(胡錦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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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게 AJ 그 동향

TARGET 4000
모든 족속들은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

모든 족속들은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1939년 조이 리더호 
프(Joy RiddertioOah는 한 여성에 의해 시작된 복음음반선교회(ARM Audio Recordings 
M ssion)는 미전도종족과 성경이 없는 부족을 위해 전도용 테이프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이 사역은 호주를 비롯하여 현재 세계 20개의 지부를 가진 국제 
적인 미전도종족 선교사역으로 성장했다.
현재 한국 복음음반선교회의 대표인 조바나바 선교사가 지난’95년 5월에 열렸던 GCᄋWE 
대회 때 국제 총무를 만나 같은 비전을 갖고 사역하는 호주의 LRKLanguae Recordings 
Inspiratin)와 미국의 GR(Gospel Recordings)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서로 협력관계가 
이어져 한국에도 복음음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인 단체의 한 지부로서 사역하고 
있다.
한국 복음음반선교회가제공한'이 글은 미전도종족 선교전략으로서 복음 메시지를 각종족 
의 언어로 녹음하여 보급하는 ARM의 비전을 소개하고 독자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선교의 장에물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심을 목도하는 흥분된 때이다. 그러나 이같이 놀라운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막는 많은 장벽들이 있다.

세계 선교의 주요 장애물의 하나는 전세계에 20억으로 추산되는 문맹장벽이며，다른 
하나는 오늘날 사용되는 即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들로 인한 언어장벽(Language 

Barrier)이다. 대부분의 주요 언어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소수 언어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주님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을 생각할 때，우리는 기도하는 미음으로 이 
막대한 장애물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도구를 교회의 손에 쥐어 주셨다.

성경 번역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사역으로 거의 2,000여 개의 언어종족이 신약이나 
완역된 성경 혹은 성경구절의 일부를 갖게 되었다. 이제 많은 종족 가운데 교회는 
성숙해 가고 생동력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빗 바렛(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의 편집자)의 통계는 거의 20억에 가까운 
문맹자들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와 글을 가르치는 기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천 년까지 이 숫자는 24억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연합(UN)은 1980년대를“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한다. 이는문맹률이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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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중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맹률의 증가를 야기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다.
-세계의 35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교육예산이 25%나 감소되었다.
-자이레 교사의 20%가 파면되었다.
-부패한 정부가 교육비를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베닌(Benin)의 학교가 

수년 동안 폐교되었다.

실제적인 해결책
이 수많은 문맹자들은 복음 메시지가 가장 닿지 못한 사람들이며, 그들을 전도할 유일 
한 방법은 구두적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입으로 전해 
온 구전이 있는 사회는 일단 오디오의 형태로 들을 수 있도록 소개가 되기만 하면 
복음이나 성경구절을 받아들인다.

북아프리카의 블랙 풋(Blackfoot) 인디언과 같은 대부분의 종족 사회는 그들 자신의 
언어로 읽기를 배우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반면, 오디오 성경은 아주 좋아한다. 그렇지 
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브라질을 예로든다면 10년이나 15년 전에 완성된 번역 성경은 처음에 읽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의 1%에 의해서만 읽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성경 번역가들은 
오디오 카세트의 형태로 번역사역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님은 복음음반선교회(Gospel Recottfings)가 짧은 시간에 언어 장벽을 뛰어 
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녹음방식을 발전시키도록 허락하셨'다. 이 방식을 
사용하여，현장 녹음 선교사팀이 세계의 가장 구석에 있는 언어를 찾아서 여행한다.

1939년 이후 복음음반선교회는 선교사의 활동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녹음된 음반을 사용했다. 복음음반선교회 의 목표는 간단하고, 문화 
적으로 친숙한 형태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오디오 카세트를 모든 <t' 거에 
공급하는 것이다. 카세트 테이프는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얘기하는 놀라운 방법 
이며 교회 개척을 위한 뛰어난 교육도구인 것이다.

오디오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한 복음음반선교회의 사역은 아래와 같다.

-1943년: 20개의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1953년: 743개의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1963년: 2,933개의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1973년: 3,843개의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1983년: A ,m m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1993년: 4>492개의 언어가 오디오 음반으로 복음을 갖게 됨

전세계의 모든 언어로 복음이 녹음되기 위해서, 최소한4,000개의 언어가 더 녹음되어 
야 하며 가능하다면 8,000개의 언어와 방언까지 녹음되어야 한다.

2000년까지
기도의 더 큰 참여와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된 노력으로 주력해야 한다. 녹음기술을 
가진 선교사팀이 일어나서 전문화된 사역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계속적인 조사 프로그 
램으로 어느 언어와 방언이 그들 자신의 구별된 음반을 필요로 S1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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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복음음반선교회 (Global Reccrfngs NetwoiW는 “TAR G ET 4000” 이라는 계획 
을 시작하고 있다. 이 계획은 ^000개 이상의 언어 종족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능한 
빨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의 관심과 자원을 동원하려 
는 것이다.

복음음반선교회는 짧은 기간 내에 언어장벽을 뚫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녹음 방식 
을 개발해 왔다. 이 방식을 사용하여, 기동성을 가진 녹음팀들은 현지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토속 언어로 메시지를 취록할 수 있다. 그들은 이 방식을 다른 선교단체와 공유하 
기를 원한다. 함께 동역한다면，생명의 말씀이 몇 년 내에 모든 언어 종족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언어로 녹음하는 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에 근거하여，서기 2천 년까지 모든 
필요한 언어와 방언으로 음반을 만드는 데 70개의 녹음팀(140명)을 필요로 한다. 한국 
복음음반 선교회는 이러한 계획에 동참하여, 교회개척 선행전략(Pre-church Planting 

S trat^y )으로 오디오 현장 녹음 선교팀을 보낼 교회와 선교 단체를 찾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
현장 복음 선교사역은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방 문화 속에 살며 사역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시킬 미전도 종족을 찾아 외딴 지역으 
로 여 행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카세트를 부족에게 전달한다. 고품질의 복음장비 
와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한 녹음 선교사팀들은 그 곳 현지 
동역자의 도움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테이프에 담는다. 그들의 목표는 그 지역 문화 
속에서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와 노래를 불러 적어도 60분의 길이로 
각 지역, 언어 종족에게 보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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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도구들
카세트 테이프는 글과 성경이 없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다. 

수백 명의 선교사와 성도들이 그들의 사역에 우리의■음반을 사용한다. 특히 크리수천 

증거자가 없는 지역에서 전도와 가르침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수동식 
축음기는 배터리와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음음반선교회에 의해 

개발되었다.

팀사역과 기도
복음음반 선교회는 팀사역에 주력한다. 현장 녹음 선교사와 사무실 간사，자료 조사원， 

스튜디오와 전기 전문 기술자, 컴퓨터 오퍼레이터 등등.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소수에 불과하다.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사역이기 
때문에 수백 명의 신실한 중보기도자들이 무릎을 끓고 기도함으로 복음음반 선교사역 
을 지원해오고 있다.

우리의 비전 (TARGET 4000)

조사에 의하면 아직 거의 또는 전혀 그리스도인 증거자가 없는 방언과 언어가 적어도 
4천여 개가 있다. 우리의 비전과 헌신은 가능한 빨리 이 언어 종족에게 그들의 말로 
유용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것을 듣기 원하며 기다리는 종족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현장 복음선교사로서 어디든지 가기로 기꺼이 
헌신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께서 일으키시 기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이 사역의 후원자와 중보기도자로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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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네트워크
현재 20여개국이상의 모든 종족에게 전도용 음반을 보급하는 사역에 촛점을 맞춘 지부를 
갖고 있다. 이 지부들은 국제복음음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연합하여 나아가는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효과적 
인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면서!

복음음반선교회 한국지부 연락처/전화 02)408̂ 0969 정성준 간사

북움음반선교회가 추천하는 미전도 종족선교 신간안내

신간소개

그들의 달로 듣기| O fS f

(Faith by Hearing)

►조이 리더호프의 믿음과 
순종의 파란만장한 
일대개

전기도 없이 건전지도 없 
이, 스피커도 없이, 오직 나 
뭇가지 하나로 소리가 나 
는 축음기!
이 축음기가 선교사의 발 
길이 닿지 않는 아마존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미전 
도 족속을 찾아 그들의 언 
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 
파한다.

♦  예수전도단
♦  4,000원

비디오

i찾!  I감 삐

^  light 
The window
10/40창문 영적기도전쟁

^ 을  밝 혀 라

► 1CV40 창문지역의 중 
보기도를 통한 전략적 
치원의 영적 전쟁

10/40지역에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사탄의 견 
고한 진!

갖가지 우상숭배와 성 
적 타락, 그리고 극심한 
빈곤과 영적 속박! 이 영 
적 요새는 어떻게 깨뜨 
릴 수 있는가?

영적실체를 파헤치고 
영적대결의 원칙을 밝힌 
다.
♦  ARM 제작
♦  정본/ 28분 

축소본/ 14분

구입을 원하는 분은 ARM 
<02)408~6959>으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문의담ih  정성준 간사

치유 테이프

o |^£ l 자아의 호I복

지oi상 회획§  m  내면치유

With
Hong Soon Gwan's 

MUSIC

ARM Audio Recordings Mission

우울증과 거절감, 자기학대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상처입은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과 무기력중의 심각한 정서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대중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어린 시절 마땅히 받아야 할 
격려와 수용,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비록 지적，육적으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내면의 고통을 당한다.

자기신분회북, 자기성품회북, 자기가능성회북의 3부로 나뉘어져 있는 이 오디오 테이 
프는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과 가능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며 내면 
치유를 필요로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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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96년부터 미신 금지
상하이(上海)시 의회는 최근 일고 있는 
미신 퇴치를 위해 ’96년 3월 1일부터 사 
당에서 점을 치거나 굿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에 따라 ‘점이나 손금보기, 제비뽑기, 병 
치료를 위한 굿’을 하다 적발될 경우 당 
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었다. 

(조선일보 95. 12. 5)

사찰들，든벌기에 열 율려
중국의 사찰들이 돈벌기 열풍에 적극 가 
서L 주지승들이 핸드폰은 물론 승용차까 
지 보유하고 있다. 중국 불교의 4대 성산 
으로 꼽히는 안후이성(安徽省) 구화산 
(九華山)의 86개 사찰들은 숙박업과 채 
식 음식점, 그리고 승복，모자, 덧신, 불 
경, 염불 테이프 등을 파는 가게를 운영 
해 떼돈을 벌고 있다.

(조선일보 95. 12. 6)

티베트 관선 판첸 라마 죽위
중국 정부는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 
인 판첸라마의 11대 현신으로1 티베트 
망명정부의 결정과는 별도로 선정한 6 

세의 기야인카인 노르부의 즉위식을 단 
행했다. 판첸라마가 공산 정부에 의해 
선정되기는 라마교 역사상 처음있는 일 
로，망명 티베트인들이 관선 판첸라마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라마교 교단의 분 
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95. 12. 8)

종교시설 일제 등록 지시
중국은 모든 종교시설의 등록을 지시하 
는 한편 종교가사회주의 단결을 저해하 
지 못하도록 종교관련 법률을 대폭 강화 
할 방침이다. 베이징C ftt)의 종교 관계 
자을은 이번 조치가 특히 시장(西藏) 티 
베트와 신장(新疆) 위구르의 독립 움직 
임을 주도하고 있는 라마교, 회교를 겨 
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반체 
제 인사들과의 교류가 늘고 있는 기독교 
도들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96. 1. 14)

▲관선 11대 판첸 라t가 즉위식 광경

웨이징성에 징역 14년 선고
중국의 한 법원은 13일 중국 반체제 지 
도자 웨이징성(ᄈ 生 .44세)에게 정부 
전복 기도 혐의로 14년 징역형을 선고했 
다.

(조선일보 95. 12. 13)

홍콩 공무원 신분 유지
리핑(李M) 총리는 중국이 ’97년 7월로 
예정된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주권행 
사 재개 이후에도 중앙 정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현재의 홍콩 당국 공무원 
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95. 12. 14)

멍사오핑, 군 업무 계속 관장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IM 、平 . 91 

세)이 인민해방군 업무에 계속 개입하 
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덩은 장쩌민(江 
澤民) 주석에게 최근 보낸 서한에서 “당 
분간 나는 ‘군사공작’을 계속 지원하기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95. 12. 19)

계엄법 제정 추진
중국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국토방위 
를 견고히 하기 위해 20일 계엄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 
은 ‘소요나 반란, 폭동 등 국가의 단결과 
안정, 사회안정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해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을 
때’ 계엄령의 발동을 승인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한겨레신문 95. 12. 22)

장쩌민，5년 내 체제개혁 안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앞으로 최소한 5 

년간 새로운 정치체제 개혁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쩌민 총서기는 이같 
은 결정의 배경으로 정치안정과 사회안 
정을 위해 혼란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 
고, 현재 실시 중인 부분적 정치체제 개 
혁부터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 
적했다.

(동아일보 9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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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튤 사열하고 있는 장쩌민

중국 외교판 2백 명 ’97년 후 흉콩 상주
중국 외교부는 ’97년 이후 홍콩에 약2백 
명의 외교관들올 상주시키며 이들 중 상 
당수는 외국 정부 대표들과 언론 및 수 
상한 조직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떠맡 
게 될 것이라고 홍콩 주재 서방 외교관 
들이 밝혔다.

(조선일보 95. 12. 27)

인권백서(ᄉ權白書) 발표
중국은 지난 4년 간 범죄을이 감소하고 
강요된 자백이 금지되는 둥 자국의 인권 
이 크게 개선됐다는 인권백서를 발표했 
다.

(조선일보 95. 12. 28)

중국, 세네같과 단교
중국 정부는 최근 대만을 승인하고 국교 
를 수립한 세네갈과 외교관계를 단절했 
다고 밝혔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10번째로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 
어, 대만을 승인한 31번째 국가가 됐다. 

(조선일보 96. 1. 9)

2010년까지 사법제도 개혁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 중국의 특성과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방향으로 사법제 
도를 적극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조선일보 96. 1. 13)

범죄 용의자들 장기 구금제 폐지
중국은 그동안 범죄용의자들에 대해 기 
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이유로 
장기 구금해온 형사 절차상의 악습을 폐 
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96. 1. 14)

지도부，명사오핑 비판
주롱지(朱鋳基)는 덩샤오핑이 ’92년초 
경제개혁, 개방 가속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 중국 전역에 ‘미친듯한 사고방식’ 

을 주입시켰다고 비판하고 “더이상 이 
같이 비현실적인 출발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격했다.

(조선일보 96. 1. 17)

‘홍콩，마카오 군구’ 신설 결정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원회는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반환에 대비해 ‘홍콩，마 
카오 군구(軍區)’를 신설하는 한편 홍콩 
내에 6，000~7,000명의 인민해방군을 주 
둔시키기로 결정했다.

(중앙일보 96. 1. 21)

홍콩 폭구 준비위 26일 공식 발족
’97년 7월 1일 출범될 홍콩특별행정구 
초대정부와 의회구성 등을 책임질 홍콩 
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가 26일 공식 발 
족되어, 28일까지 3일간 북경 인민대회 
당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96. 1. 23)

장쩌민，당의 보도매체장악 역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는 덩샤오핑의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 
주의 건설 이론의 지침에 따라 선전 및 
시성' 공작에 대 한 지도를 강화하라고 각 
급 당위원회에 촉구했다.

장 주석은 이날 중난하이(中南海)에 
서 열린 전국 선전부장회의에서의 연설 
을 통해 “정확한 여론의 방향을 견지해 
먼저 신문과 잡지, 통신사, 라디오방송 
국, 텔레비전방송국의 선전방향을 파악 
하고 이들 진지를 우리 당의 수중에 확 
실히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6. 1. 25)

명사망 앞두고 정치운동 개시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 사망을 앞두고 
’96년을 ‘부르조아 자유화 반대’ 및 ‘화평 
연변(和平演變) 반대’의 정치운동을 전 
국적으로 전개키로 결정했다. 이는 마르 
크스 •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의 퇴조에 
따른 이 데올로기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 
로잡기 위한 것이다.

(조선일보 96. 1. 31)

외채 천억 볼
중국의 대외채무가 ’94년 말의 9백28억 
달러에서 ’95년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 
이라고 북경의 경제신문 r금융소식j 

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95. 12. 2)

대만, 대중국 교역 경제특구 건설 제안
리엔잔(連戰)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본 
토와 직거래를 하기 위한 해안 경제특별 
구역을 대만에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 
다.

대만 신문들은 정부가 중국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수 있는 해안운송센터의 건 
립계획에 이어 다시 이같은 경제특구 설 
치안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중국과의 관 
계를 개선하고 대만을 아시아•태평양 지 
역의 거래 중심지로 만들려는 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5. 12. 10)

경 제

98 중국을 주께로



’95년 중국 소매물가 인플2|율 14.8%
중국의 ’95년도 소매물가 인플레율은 정 
부가 연초에 목표로 설정했던 15%보다
0.2% 포인트 낮은 14.8% 로 나타났고, 연 
간 물가지수도 방4년보다 7%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열됐던 중국 
경제가 진정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일보 95. 12. 31)

최초의 민영은행 f t 범
중국 사회주의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영은 행인 중국민생은행 공사가 베이 
징에서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 은행 
의 자본금은 13억 8천만 元(1 천6백60만 
달러)으로 이중80%는 민간회사들이 출 
자했으며 주주는 50명이다.

(중앙일보 96. 1. 12)

중국 • 대만 • 흉S  외환보유고 합계 세 
계 1위
중국과 대만，홍콩 둥3개 국가 • 지역의 
외환보유고가 모두 2천1백억 달러를 돌 
파,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위가 됐다. 

’95년 11월말 현재 3개 국가 • 지역의 총 
외환보유고는 중국 7백억 달러, 대만 9 

백7억7천5백만 달러, 홍콩 5백억 달러둥 
이다.

(조선일보 96. 1. 16)

인터넷 경재정보회사 설립
중국은 국내 기업들에 대해 인터넷을 통 
해 국제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경 
제정보회사를 설립했다. ‘아시아 전자상 
업정보를 위한 인터넷 컨소시엄’이 북경 
에서 공식 설립됐으며 홍콩에는 중국 관 
영 신화통신사에 의해 운영되는 ‘차이나 
인터넷(CIO’사가 설립됐다.

(조선일보 96. 1. 25)

종업원 8명이상 업체 60만 개 넘어
중국에서 종업원 8명 이상을 둔 기업이 
’95년 60만 개를 넘었다. 한편 종업원 8 

명 미만인 영세 개인 업체들은 ’90년보 
다 685%가 늘어난 2천2백38만 개에 달 
한다.

(조선일보 96. 1. 31)

’95년 기습수입 130여억 달러
중국은 ’95년에 130억 3천만 달러 어치 
의 기술 및 장비를 수입했으며 주로 민 
간금융과 외국수출차관 등을 이용, 외국

기술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6. 1. 31)

사회

폭등진압 경 노 동 자 에  발포. 백여 명 
사상
남부 경제특구 광둥성(廣東省) 션천(深 
圳)에서 폭동진압 경찰이 건설 노동자 
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기관총을 발 
사하고 무차별 집단구타까지 가해 4명 
이 사망하고 최소 1백명 이상이 부상했 
다.

(조선일보 95. 12. 6)

대만■증국 간접 직항 시대 들입
타이빼이-마카오-베이징 노선이 개통 
돼 대만과 중국은 이른바 간접 직항 시 
대에 돌입한다. 이번 ‘간접 직항’의 허용 
은 대만-중국간 직접적인 통항(通航), 

통상(通商), 통우(通郵)의 금지를 견지 
해은 대만 당국의 이른바 ‘3불통정책’의 
완화를 의미한다.

(조선일보 95. 12. 7)

대만에 전화•우편 등 직통조치 제안
중국은 제3국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대 
만과의 우편, 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방 
안에 관한 논의를 제안했다.

(조선일보 95. 12. 16)

‘녹색식품’ 열풍
중국에 무공해 식품을 일컫는 ‘녹색식 
품’ 바람이 불고 있다. 12억 인구 대부분 
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생활의 질을 추구, 비싸도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 95. 12. 21)

베이징시，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
3억 5천여만 명의 흡연인구를 보유한 세 
계 최대 담배소비국 중국의 수도 베이징 
시는, ’96년 5월 15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의 흡연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베 
이징에 이어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션양(*!§>, 충칭 (E S ) 등 다른 대도시 
들도 곧 이같은 형태의 금연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95. 12. 22)

노동자 농민 시위 • 청원 1만 2천 건
중국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95년 10월 
말까지 1만 2천 건의 시위 및 청원을 주 
도했으며, 이들의 불만은 대체로 실업과 
생활고 및 당정관료들의 부패 등이 주류 
를 이뤘다.

(조선일보 95. 12. 28)

’96년부터 새 신분종 발행
노동자들이 엄격한 주거지 변경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신분중을 위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 
를 막기 위해 ’96년 1월 1일부터 위조가 
어려운 입체영상의 새 신분중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95. 12. 30)

광동의 신세대 청년들

21 세기 중국인 우선 구매품목은 자동차 
와집
상하이 세계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 
르면, 21세기 되면 중국의 2~3천만 명 
의 도시인구가 연간 4천 달러의 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때 
가 되면 자동차와주택이 소비자들의 가 
장 인기 있는 구매품목’이 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96. 1. 3)

중국 의사, 고아원의 인권유린사례 폭로
고아의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알려진 상 
하이의 한 고아원에서 일했던 한 여의사 
는, 중국 당국이 고아의 인권유린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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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인 방치와 관련한 자신의 건의를 묵 
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지난 ’88년 
부터 ’98년까지 문제의 고아원에서 근무 
할 때 고아들이 침대에 묶인 채 진정제 
룰 맞고 굶어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 했다 
고 밝혔다.

(조선일보 96. 1. 8)

외국 뉴스폐* ! 신화사 * 제받도록 지시
중국 국무원은 외국의 모든 뉴스 매체들 
에게 관영 신화통신의 통제 및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는 명령올 내렸다. 

(조선일보 96. 1. 17)

수업뾰 받는 중국 대학 ?!속 놓어나
수업료가 없던 중국 대학의 절반이 오는 
가올부터 수업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중 
국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졸업 후에는 일자리를 배당해 주었 
으나 오는 2000년까지 모든 대학생에게 
수업료를 징수하고 졸업 후 일자리도 스 
스로 선택토록 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94년 시험적으로 37개 대학에 중산층 
가정 연간소득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1 

천~1천5백 위엔(1 백20~1백80달러)의 
수업료를 받도록 허용했다.

(조선일보 96. 1. 24)

밀항범법자 7천7백여명 « 포
한국과 가까운 산동성과 랴오닝성, 대만 
과 가까운 푸지 엔성 등 중국의 일부 연 
해지구에서는 최근 ‘큰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로 밀항을 기도하거나 가짜 서 
류 둥을 갖고 불법 출국하려는 사람이 
늘어 지역 공안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공안당국은 ’95년 한해 동안 
7천7백94명의 밀항자를 체포했다. 

(조선일보 96. 1. 27)

한중관계

장쩌민, 한국 경재발전 모뺄 조사 지시
중국의 국가원수로서는 처음 한국을 방 
문했던 장쩌민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 
기는 지난 달 한국방문 뒤 귀국해 한국 
경제발전 모델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지 
시했다.

(조선일보 95. 12. 10)

매일유업，중국 라디오 방송국 平자
매일유업은 지난 달 중국 쓰환성(四川 
省) 경제뉴스 라디오 방송국과 이 방송 
국의 토요일, 일요일, 휴일 방송부문에 
8천만 원(한화)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체 
결，앞으로 이 방송의 운영에 참여하고 
수익금의 25%를 배당받기로 했다. 이로 
써 매일유업은 외국 기업중 최초로 중국 
의 국영 라디오방송국의 투자운영에 참 
여하게 됐다.

(동아일보 95. 12 28)

대규모 탈북사태 대비
중국 정부는 북한 식 량난과 관련, 식량 
실태에 대한 자체 분석과 함께 체제위기 
시 발생하게 될 탈북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6. 1. 7)

@ 교포 여성 위장결훈 성행
중국 거주 조선족 여성들이 국내 취업을 
위해 브로커 둥을 통해 위장결혼, 우리 
국적을 취득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급중 
하고 있다. 특히 국내 브로커들이 중국 
측 브로커들로부터 건당 5백만 원 정도 
의 소개료를 받아 국내 위 장결혼 상대자 
에게 2백만〜3백만 원의 ‘위장결혼 대 
가’룰 주는 둥 국제 위장결혼이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6. 1. 9)

김포공항 증국인 통과여객 ‘격리수용’
국내 항공사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중 
국인과 조선족들의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외국인과 달리 여권을 회수 
하고 출국 때까지 일정 구역에 사실상 
‘격리수용'하고 있다.

(조선일보 96. 1. 14)

인천항 이용 내국인 감소> 중국인 중가
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해 한국 
과 중국을 오간 여행객 중 내국인과 조 
선족 교포는 크게 줄고 중국인, 대만인 
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96. 1. 17)

김** 출입국관리사무소，불법체류 중국 
교포 정보원 활용
법무부 김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 중국교포를 정보원으로 활용, 다른 
조선족을 무더기로 검거해 강제출국시

▲대 만 에 서  추방당하는 대륙 
밀항범법지들

킨 사실이 밝혀졌다.

(중앙일보 96. 1. 17)

대중국 무역수지 작년 36억 불 흑자
우리 나라는 지난해 중국에 1백2억9천 
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고 66억9천만 달 
러어치를 수입, 3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중국의 7대 교역국이 
되었다.

(중앙일보 96. 1. 22)

중국교포 무사증 입국 검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26일 
“현재의 사증(비자) 제도로는 중국교포 
들의 불법체류 및 불법입국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 
국교포들에 대해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 
화해 단계적 으로 출입을 자유화하고 최 
종적으로는 무사증 입국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96. 1. 27)

중국인 산업연수생 25명 춤국조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 직원을 감금 
한 중국인 산업연수생 25명에 대해 출국 
조치 가 내 려 졌다. 출입 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숙소에 회사 직원 김모씨 
를 감금한 채 임금 20% 인상을 요구하 
며 작업을 집단 거부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6. 1. 30)

증국교포 운전사 유치 추진
국내 시내버스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운 
행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교포 운전 
사의 유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조선일보 96. 1. 31)

100 중국율 주께로



웨이징성이 체포된 내막
중국은 저명한 반체제 인사인 웨이징성(ᄈ 生 ，44세)을 ’95년 11월 21일 정부전복(顚覆)기도 혐의로 정식 구속했고, 
’96년12월 13일 1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가 쓴 회고록，인터넷의 학습 사용, 중국이 그를 대신해 작성한 반혁명 조직망이 
그 증거자료이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중 • 미 화해 분위기가 중국의 강경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증게 . 회고록
웨이ᅪ성은94년 출옥한 후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감옥에 있었을 때의 생각과 생활의 경험을 내용으로 회고록을 
적었을 뿐이다.

원래 회고록을 쓸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가쓴 글에 ‘국가기밀’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외국 인사들과의 접촉 경위 둥이 그것인데, 만약 이 러한 내용조차 국가기밀에 속한다면, 중국 지도층이 발설하는 
‘국가기밀’이란 무궁무진할 것이다.

증거2. 인터넷 학습과 사용
웨이징성의 비공개 죄명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실 웨이징성은 인터넷에 그다지 
숙달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전화선을 이용해야 하는 인터넷은 중국에서 많은 제한이 따른다.

중국 정부는 민주운동 인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자료를 얻고 중국의 ‘기밀’을 누출할 것을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는 둣 하다.

증거3. 정부 전북 기도
중국 정부는 회고록을 쓴 것과 인터넷 학습 사용으로는 근본적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웨이징성에게 
‘정부전복 기도’죄를 부가했다.

그가 반혁명 세력을 결집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치를 와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웨이징성은 출옥 
후 장기간 공안과 국가안전부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반혁명 세력과 결탁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웨이징성이 당국에 김•금당했던 1년여의 기간은 법률이 정한 구류 시간을 훨씬 초과한 것이고, 또한 그 기간 
동안 무런 언급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야 ‘반혁명 죄’를 부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웨이징성을 정식으로 구속한 후 나타난 미국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단지 중국에 유감만 
표했기 때문이다. 과거 웨이징성이 석방 됐을 때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손을 땐 후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미국의 특정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이다. 이로써 미국은 올해 중 • 미 무역역차를 1/3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중 • 미 양측의 필요를 다 충족시키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닌가? 다만 중국 민주 발전의 
앞날이 첩첩산중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웨이징성 체포의 속셈
중국 정부가 웨이징성을 체포하여 국가 전복 죄로 고발한 것은 웨이징성을 감옥에서 늙어 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징성을 구실로 서방과 거래를 하려는 것이며, 또한 최종 목적은 웨이징성을 국외로 추방, 망명토록 해서 내부적 
화근을 없애고자 함이라고 한 고위관리는 토로했다.

현재 중국은 가장 불안한 시국에 처해있다. 사회적으로는 치안의 악화, 경제적으로는 국유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등 
전국이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불이 붙을 것과 같은 실정이다. 이에 중국은 웨이징성과 같은 사회 운동가가 현실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농민과 연합해 통제할 수 없는 대규모의 군중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웨이징성이 
자유의 몸이 되어 사회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반체제 사회 운동가, 민주 운동 인사, 지하교회 인사，동성연애 운동가，환경 운동가 둥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95년 세계여성대회 기간 동안‘위험인물’이라 여겨지는 수천 명을 북경 밖으로 모시고 
(?) 나가 관광 유람시켰다고 하는데，이들 ‘위험인물’ 한 명 당 두 명의 공안원을 대동시켜 고급 호텔에서 호의호식하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이 때 지출된 경비만 1000만 위엔(한화 10억) 정도 됐다고 한다.
(開狹 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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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 m

국제 크리스터디 증국선교 해법 세미나

국제 크리스터 디 선교협의회에서는 중국선교해 법세미 
나를 구랍 12월 19일(화)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 
념관에서 개최했다.

국제 크리스터 디선교협의회 손진성 목사는 중국선교 
지 방문 보고를 통해，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선교의 
문제점을 밝히고 효과적인 선교전략으로서 한글 창제 
원리 속에 담긴 기독신본 사상을 가르치는 ‘한글 바른 
배움법’을 제시하였다.

국제 크리스터디 사회교육협의회는 작년에 중국 훅 
룡강성 치치할시 사범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또한 이곳에 한국어를 연구하고 배양하며 훈련할 센타 
등을 설치 운영한디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치치할 사범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전문인 선교사로서 한글 교육에 관심있는 이들은 국 
제 크리스터디 선교협의회로 문의 바란다.

TH_ 685-3027, 689-8254

중국교회와선교 연구소 목요집회 안내

중국복음선교회 부설〈중국 교회와 선교연구소〉선교 
사역부는 올해부터 중국을 알고, 중국어를 배우는 정기 
목요집회를 갖는다.

1월 첫째 주 목요일에 열린 첫 집회는 중국어 예배 
및 기도회로 진행되었다. 본회의 대표인 유전명 목사가 
골로새서 39ᅱ0을 본문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라는 주제로 설교하였고, 기도회 시간에는 중국 산 
동성을 소개하여 교회 상황을 알아보고 산동성 교회 지 
도자들과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둘째 주는 중국어 찬양을 배우는 시간으로 1월에는 
‘來a 美主(주를 찬양하세)’, ‘愛使我們相聚ᅳg (우리는 
人 [랑의 띠로)’ 등을 배웠다. 중국어 회호는 발음반，기초 
반, 회화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셋째 주는 중국영화 
를 감상하는 시간, 그 첫번 째로 ‘진가략<陳家洛)’을 감 
상하였다. 이 영호I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내용은 중국 
의 소수민족인 회족과 한족, 만주족 간의 갈등이라고 
이창우 형제(중국복음선교회 회원)가 설명해 주었다.

넷째 주에는 (중국 교회와 선교연구소의 한윤숙 간 
人누가 담당하는 ‘중국 탐구’ 프로그램인데, 1월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12명의 참석자를 두 조로 나누어 
조별로 교제하였다.

목요집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참석을 바란 
다.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내용: 첫째주ᅳ말씀과 기도회

둘째주■중국어 찬양 및 선교 중국어반
셋째주ᅳ중국영화 감상
넷째주" 중국탐구(자료조사 및 토론회)
다섯째주ᅳ교제 

자세한 문의는 중국복음선교회로 
TEL 778-3626

훈련받율 일꾼율 모집합니다.

성경번역선교회(GBT) 오리엔테이션 과정
성경 번역선교회는 성경번역 사역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봄, 가을로성경번역 선교에 대한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공부하고 있다.

개강: 1996년 3월 4일(월)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GBT 사무실(사랑의교회 옆 영동프라자}

등록비: 2만 원(교재비 포함)

(정기적인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통신과정도 마련 
되어 있대
◊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인천, 대전지부도 동일한 모 

임을 가짐(전주지부는 목요일에 모임)

자세한 문의는 GBT로
TEL 558-4602, 555~5324(어진옥 담당간사)

한국 OMF 월요 선교학교
한국 오엠에프에서는 선교사의 삶을 이해하고 타문화 
권 이해와 사역에 대한 준비를 위한 훈련으로 월요선교 
학교를 개강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적 상황과 
필요를 알고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사역지 소개와 영어 
등을 훈련할 기회를 갖는다.

대상 선교헌신자 및 장기 사역자, 신학생 
기간: 1996년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저녁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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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15만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 오엠에프로 
TC L 563-7574

세계선교훈련원 훈련학교

세계선교훈련원에서는 선교 헌신자의 영적준비와 선교 
이론 및 실제를 준비하여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훈 
련학교를 실시한다.
0 1 단계: 세계선교훈련원(K V \M 1)
일정: 1학기 1996년 3월 25일~4월 19일(4주간)

2학기 1996년 4월 29일ᅳ5월 23일(4주간) 
훈련장소: 소망수양관{경기도 광주)
등록비: 학기당 50만원(부부는 80만원)
> 2 단계: 한국선교사훈련학교(KN/HB)
일정: 1학기 1996년 6월 3 일-  9월 2 일(14주갠 

월(오후 7시ᅳ9시) I 화, 목{오전 10시 시 ) 
훈련장소: KMC( 서울 서초구)
등록비: 학기당 10만원(부부는 15만원) ‘
> 3 단계: 해외훈련(영국，싱 폴 , 필리핀)

자세한 문의는 힌국선 교사훈련 원으로 
T E L  363-7091

한국제자훈련원 훈련생 모집

한국제자훈련원에서는 제6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기간: 1996년 3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8개월)
장소: 강원도 춘천 소재 본 훈련원 
훈련비: 130만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제자훈련원으로 
T E L (0Q61) 57-3192

고난당하는 성도듈울 돕기위한 제1회 선교대회

국제선교단체 인 「Open D oors W ith B rother Andrew」 
한국지부인 오픈도어선 교회에서는

‘전세계의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돕게하소서!’ 라는 주제 
로 제1회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일시: 1996년 3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오후 6시〜9시 30분 
장소: 양재동 햇불선교회관

18일:믿음실，19일: 희락성전 
강사: Johan Com penien(O pen D oors 국제총재}

A lan HalKOpen D oors국제지부개발책임재 
대상 각 교단 선교부 및 해외선교단체 사역자,

신학생 및 선교헌신자 
자세한 문의는 오픈도어선교회로 
T E L  403-6797

AAP 제4기 선교정탐훈련원 모집

한국 미전도종족 입양운동본부(AAP)에서는 기존의 선 
교정 탐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및 정 탐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제4기 선교정탐훈련생을 모집한다.
기간: 1996년 3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9시(12주과정)
모집인원: 40명
장소: 사랑의교회 믿음관 3층 
훈련비: 13만원
자세한 문의는 미전도종족 입양운동본부로 
T E L 402-4967, 4966

세계선교협의회 제3차 한인선교대회

2000년대 지구촌 복음화의 위대한 비전과 긴박성을 재 
확인하고 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촉진하고자 한 
인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기간: 1996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장소: 빌리 그래함 센태

휘튼대학교(미국 시카고)
주제:“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등록비: 20만원
항공권 및 호텔숙박비: 96만원 
등록마감 1996년 1월 31일

자세한 문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96 한인선교대회 한국준비위원회로 

T E L 363-7091 ~ 2  FAX. 393-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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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종교 조례법
(上海市 宗敎事務系例)

1995년 11월 30일 상하이시 제10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3차 회의통과

중국 기독교양회(基e 敎兩會) 본부가 위치해 있는 상하이에서 통과된 이 조례법은, 향후 중국 각 성의 종교사무조 
례의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 내 각지에서 종교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 특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앞서 이 조례법을 숙독하고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주님도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로와야’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뱀보다 
지혜로오ᅡ야 한다면, 이 법 내용의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도와 올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제1장 충칙
제1조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거하여 종교 업무를 관리한다. 국가 통일을 
견지하며, 민족 단결,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사회 
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유관 법규, 실제 상황 둥을 결합하여 본 조 
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민에게는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신자와 불신자에 대해 편견 
을 가질 수 없다. 신자와 불신자, 다른 종교인들 
간에는 반드시 서로 존중해야 한다.

제3조 본 조례가 적용되는 종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천주교, 기독교이다.

제4조 본 조례가 칭하는 종교 업무란 종교와 
국가, 사회，군중 간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 공공 
사업을 지칭한다.

제5조 정상적인 종교 활동,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종교 활동은 반드시 헌법，법률，법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위법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 종교는 국가 행정，사법, 학교 교육과 
사회 공공 교육의 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독립 자주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 
해 종교 단체와 종교 시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약칭 시 종 
교사무 부서)가 본 시의 종교사무 행정을 주관한 
다. 구(區), 현(縣) 인민 정부，종교사무 부서(약칭 
구 ’ 현 종교사무 부서)는 구，현 종교사무의 행정 
주관부서로서 시(市) 종교사무 부서의 사업지도 
를 받는다. 시，구，현 종교사무부는 본시와 관할 
구역에서 본 조례를 관철 집행하기 위한 검사，지 

독촉의 책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제2장 종교 단체
제9조 본 조례가 지 칭하는 단체는 법에 합당 

하게 설립된 불교협회, 시 도교협회, 시 이슬람 협 
회，시 천주교 애국회，천주교 상하이 교구，시 천주 

교 교무위원회, 시 기독교 삼자 애국운동위원회, 

시 기독교 교무위원회, 그리고 기타 법에 의해 시， 
구，현에 성립된 단체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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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교 단체는 반드시 국무원의 규정 
(사회단체 등기 관례 조례)을 따라 등록을 신청하 
고，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등록을 한 후에야 비 
로소 활동을 할 수 있다. 법 인(法ᄉ) 조건의 구비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11 조 종교 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 
하고 정부의 행정 관리를 받아야 한다. 종교 단체 
는 그 단체의 교의를 견지할 수 있고, 각 단체의 
규례를 따라 행동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법률과 
법규를 따라야 한다. 그 내용은 교직자와 신도들에 
대해 애국주의，사회주의 법제 등을 가르친다. 교 
직자와 신도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 
종교 활동을 조직한다.

제12조 종교 단체는 문화 학술 연구, 교류를 
할 수 있다. 인쇄, 출판, 종교서적，종교 인쇄물, 종 
교 테이프 둥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시의 종교 단체는 대만, 홍콩，마카오 
등의 종교단체와 우호 교류하고 간섭치 않으며 존 
중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14조 종교 단체(종교활동 장소 포함)는 국 
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자양을 목적으로 한 기업,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사회 공익 사업도 실천할 수 있다.

제3장 종교 교직인원
제15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교직자는 비구 • 

비구니，도교의 도사(道士) • 도고(道姑)，이슬람 
교의 아굉(阿旬), 천주교의 주교 • 신부 • 수사 • 

수녀, 기독교의 주교 • 목사 . 장로 • 전도사 등을 
말한다.

제16조 종교 교직자의 신분은 시급(市級) 유 
관 종교 단체가 그 규정의 순서를 따라 결정하고， 
시 종교사무국에 보고한다.

제17조 인정된 교직자는 본 규정의 책무에 
따라 이 행하고 법 에 따라 등록된 종교 활동 장소에 
서 종교 활동을 한다. 교직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 
는다.

제18조 교직자는 외지의 교역자를 초청하며 
종교 활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시와유관한 종교 
당국이 종교사무국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종교 활동 장소
제19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종교 활동 장소 

는 신자들이 본 시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불교 사 
원, 도교의 궁관 (K U ), 이슬람 사원，교회 둥을 말 
한다.

제20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에는 반드시 종 
교 활동 관리 장소 규례에 의해 규정된 구，현 이상 
의 인민정부 종교시무부에 신청을 하고, 비준을 받 
은 후에는 종교 활동 장소 등기법대로 등록을 한 
다. 법인 조건이 구비되면 종교 활동 장소 법인이 
라는 등기증을 발급한다.

저121조 종교 활동 장소는 반드시 관리 조직 
을 세우고 민주 관리를 실행하며 건전한 각 항목의 
제도를 세우고，인민정부 관계 부서의 행정관리를 
받는다.

제22조 종교 활동 장소 폐지, 합병 이동，변경 
시에는 등기해야 하며 반드시 원 등기 기관에서 
수속을 하며, 폐지 시에는 재산을 규정에 따라 처 
리 한다.

제23조 종교 활동 장소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설비와 부조  ̂헌금 기타 모금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조직은 종교 활 
동 장소 내에서 종교용품과 종교 예술품, 합법적으 
로 출판된 종교서적과 간행물, 종교 테이프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25조 종교 활동 장소의 관리 조직과 정부 
종교 업무 부서의 동의 없이 어떤 단위나 개인이 
종교 활동 장소 범위 내에서 상업, 매점，진열 판매， 
전람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26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영화, 텔레비 
전 등을 찍으려면 반드시 종교 활동 관리 조직의 
동의와 시 종교 사무국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비 종교 단위는 사원, 궁관，교회당 
등의 종교 시설을 건립할 수 없으며，종교상의 활 
동도 할 수 없다.

제28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점, 운세，관상, 

제비뽑기，축귀，병 치료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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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교 활동
제29조 종교 활동은 등기가 허락된 종교 활 

동 장소와 종교사무부에서 인가를 받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제30조 종교를 믿는 국민은 종교 활동 내에 
서 각 종교의 교리，교칙 및 습관에 따라 예불，독경, 

참회，기도，예배, 설교, 세례, 미사，절기 행사둥을 
거 행할 수 있으며 자기 집에서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1조 신도들이 거 행하는 종교 행사는 반드 
시 교직자와 그 규정 조건에 맞는 사람이 집회를 
인도해야 한다.

제32조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종교 활동 장 
소 내에서 타종교 활동을 하거나 타종교인끼리 쟁 
론할 수 없다. 또한 종교 활동 장소 밖에서 종교를 
전할 수 없다.

제33조 종교 활동은 사회 질서, 생산질서, 생 
활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심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4조 종교를 믿는 국민은 혼인 등기 기관 
에서 결혼 둥기를 마친 후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 
교 혼례 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6장 종교 학교
제35조 종교 학교는 반드시 시 급 정도의 종 

교 단체에서 열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정부 관계 
부서에 신청, 둥기，허락, 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종교 학교의 학생 모집은 반드시 조 
건대로 모집해야 하며 시험에 응시한 본인의 자원 
의 원칙에 근거하며, 해당 지역 종교 단체의 추천 
과 시험을 통해 우수자를 선발한다.

제37조 종교 학교는 반드시 내부 관리를 강 
화하고 정부 부서의 감독과 검사와 지도를 받는다.

제38조 종교 학교의 입학이 허락된 본 시의 
학생과 외지 학생의 호적은 종교 학교 안에 둘 수 
있다.

제39조 종교 학교의 경비는 주로 각 종교 단 
체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조달한다.

제7장 종교 재산
제40조 종교 재산은 종교 단체 또는 종교 활 

동법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된다. 종교 재산이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건축물，각종 시설，공예품 
둥 종교 조직에 소속된 물품과 종교수입, 헌금 및 
기업 등 합법적 소유의 재산과 수입을 말한다.

제41조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가 법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침해할 
수 없다.

제42조 종교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급 종교 
단체 또는 종교 활동 장소에서 유관 규정에 따라 
시, 구, 현 부동산 유관 부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부동산 권리 증서를 받는다.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곧바로 등록하고 시 종교시무국에 보고한다.

제43조 종교 활동 장소와 종교 건축물 중, 문 
물 보호 단위와 우수한 근대 건축 보호 단위，시급 
이상의 종교 중점 보호 단위에 속한 것은 도시 계 
획을 하면서 반드시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지역으 
로 정한다. 보호 범위와 통제 지역 내의 각종 건설 
활동은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상의 종교 활동 장소는 시 도시계획 부서와 시 
종교사무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으면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제44조 시정(市政) 건설 시, 종교 활동 장소 
가 철거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급 종교 단체 혹 
은 종교 활동 장소 관리부서와 시 종교 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5조 도시 건설의 수요로 인해 종교 부동 
산을 옮기거나 철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급 
종교 단체 혹은 종교 활동 장소 관리부서와 종교 
사무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로의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제46조 종교 단체, 종교 단체의 부동산은 유 
관 법규에 의거해 세를 줄 수 있다. 세를 주고 받는 
사람은 법에 의거해 계약하고 준수해야 한다. 임대 
한사람이 계약을어기면유관규정에 따라 주인은 
계약을 해약하고 사용권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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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대외 왕래
제47조 본 시의 종교 단체와 인사가 해외 종 

교 단체와 우호왕래, 문화 학술 교류를 할 때는 반 
드시 독립 자주，상호 존중，상호 불간섭，평등 우호 
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48조 본 시의 종교 단체와 인사들이 종교 
상의 이유로 외국의 종교 조직, 종교 인사를 초청, 

방문할 때에는 유관 규정에 의해 수속해야 한다.

제49초 시의 종교 활동 장소 혹은 종교 사무 
부가 인가한 장소 내에 외국인도 종교 활동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요청에 따라 도장，법회, 

세례，혼례，장례식 등 종교 의식을 거 행할 수 있다. 

시급 종교 단체의 요청을 거쳐 외국인은 본 시의 
종교 활동 장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

제50조 본시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외국인 
이 영화를 촬영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 관리 기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영화，텔레 
비전 행정부서와 시 종교시무국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외국인은 입국 시에 중국 세관 규정 
에 따라 본인이 시•용할 소량의 종교 인쇄물, 종교 
테이프 및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제52조 외국인이 본 시에서 거행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할 때는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종교단체와 종교 사무기구，종교 
활동 장소와 종교 학교 둥을 설립할 수 없다. 또한 
중국 국민 중에서 신도를 확보하거나 양성해낼 수 
없고，교직원이나 종교 임원을 위 임해서도 안 된 
다. 외국인은 종교 선전품，녹음 테이프 및 인쇄물 
등을 퍼뜨릴 수 없으며 기타 어떤 종교활동도 할 
수 없다.

제53조 본 시의 유관 부서 는 경제，문화, 위 생, 

교육, 체육 및 기타 왕래 활동 중에 어떤 종교적 
인 조건도 받을 수 없다.

제9장 법률적 책임
제54조 본 조례(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 기타 법률 
• 법규를 위반한사람은 유관 부서의 벌칙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조성한 자는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55조 본 조례를 위 반한 자는 종교사무 부 
서 혹은 관계 부서에서 사례의 경중(輕重)에 따라 
법에 의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권고, 제지, 경고， 
활동정지，시한부 해산，등록 취소  ̂원상태로 복원, 

배상 책임 둥을 물을 수 있다. 불법 건축물, 불법 시 
설,불법적인종교 선전품과소득은 몰수한다. 불 
법 조직에 대해서는 1천 위엔(元) 이상 5만 위 
엔 이하의 벌금을，직접적인 책임자에게는 50만 
위엔 이상 50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가할 수 
있다.

제56조 행정 부서에서 행정 처벌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행정 처벌 결정서를 구비해야 한다. 

벌금을 수납할 때는 반드시 시 정부의 통일된 인쇄 
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몰수된 벌금은 규정에 따 
라 국가 재정에 상납된다.

제57조 당사자가 구체적 행정 처리에 대해 
불복 시，행정 재심 조례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행 
정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재심 혹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 국가 공작 인원이 본 조례를 위반했 
을 시，본 조례 유관 규정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되 
며 소속된 단위에서 행정 처벌을 할 수 있다.

제59조 외국인이 본 조례를 위반할 시，종교 
사무 부서와 유관 부서는 반드시 제재를 가한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 혹은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공안기관의 법에 의거하여 가해진다. 범법 
이 인정되면 법 절차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다.

제10장 부칙
제60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과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주민은 본 시에서 종교 활동 
을 행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유관 규정을 참조로 
하여 집행한다.

제61조 시 종교 사무국은 본 조례의 시 행 세 
칙에 따라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 실시 
한다.

제6 2 2  본 조례의 구체적 응용문제는 상하이 
시 종교사무국이 해석의 책임을 진다.

제63조 본 조례는 1906년 3월 1일부터 시 행
한다.

출처: 1■解放日報』199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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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선교 적응훈련올 아십니까?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 • 9월 개강, 주 5일)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어 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문의/ 중국선교훈련원■ 담당간사: 장회락 총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 - 7 신우빌딩 402호 237-069

TEL ： 02-594-8083, 535 4255

FAX ： 02-599-2786

중국선 교훈련원은 선교언어 훈련과 중국문화 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훈련원은 초교파적 • 복음적 단체로 1989년 10월 30일에 창립된 중국어문선교회(대표 : 박성주 장로)의 부설기관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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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 을  배  오 른 편 에  던 져 라 ”

중국 현지의 중국인고ᅡ 양육받아야 할 교회 지도자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근로자를，

인천항의 중국선원들을，
국내 대학 캠퍼스내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중국인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여러분^  乏 읗  수  크1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로써!

성경，신앙서적，지도지를 위한 신학서적 등의 문서오!•
자료공급을 위해 물질로써!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선교국，인천지부

n  02)873-2570，032)872-0742

아게스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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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U P  소지|자 서a|즈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죠나단차오  著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著

3. 만남 /  中 中心 著

4. 전도중국어 /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譯

원 

원 

원 

원 

册 
册
00
0
7
肌’ 

1 

1 c\r 1—

그 지!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2,000원

(Tape: 1,000원)
2. 經文背誦 1’500원

(Tape:1,000원)
3. 神愛世ᄉ ^000원

(Tape: 1,000원)
4. 我的第ᅳ本聖經 ^500원

(Tape: 1,000원)
5. 사복음서(現代中文譯本) 낭독 Tape:12개 12^000원
6. 信仰讓本 7,000원

(Tape 2개:2,000원)
7. 中國語신약성경(和合차한어병음 표기) 10,000원

(Tape 25개:20,000원)
8.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토 출판사) 700원

* 위의 7번 교재는 풍절관계로 당분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 : 김바울 간사 (전호h: 592-0132)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6년 3 4월호(통권38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 집 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권수영 

이민선 •김현주•김은희 
편집디자인/  정광숙 
광고 • 홍보/  김정하이준석•김도연

중국율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6년 2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전호H 637-4163

값/3，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이호
전화: 533-5497, 592-0132
팩스: 599-2786
중국선교훈련원，선교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594-8038, 535-4255
팩스: 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032)872-0742

독자무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 
을 보내주십시오

천리안  I D / S i n i m
Tel. 533-5497, 592-0132 
Fax. 599-2786

< g q g  으! 소러

지금 창밖엔 아주 큰 눈송이가 펑평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들이 중국을 주께로 3/4 월호를 받아보실 쯤에는 어김없이 꽃소식 
이 들리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무섭게 추울지라 때가 되면 봄은 오게 
마련입니 다. 그래서 어돕고 차가웠던 마음마다 꽃의 향기와 따사로운 
희망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우리가사랑하는 중국은 마치 봄을 기다리는, 겨울의 막바지에 접어 
든 둣합니다. 간혹 따뜻한 날이기도 하다가 갑자기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길에서 또 한 분의 선교사님 이 
목숨을 잃으셨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중국인들의 영혼 속에 복음의 싹이 렀지만，아직도 11억 
이 넘는 이들이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가슴저린 사랑 이야기를 들어 
본 적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북경 숭문문교회 여성 
찬양단의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이 한국만 편애하시는 
것 같다고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 역시 ‘중국의 봄’을 꿈꾸지만, 정말로 간절히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들은 바로 중국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남이 들을까 숨죽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평생의 
소원인 성경책 한 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고，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들 모두 
중국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 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호는‘확산일로, 중국의 종교열기’라는 특집으로 올립니다. 현 
재 중국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회교, 도교 , 미신 등 모든  종교가 

활기 를 되 찾기 시 작했습니 다. 이 번 특집 에 는 선교 전문가의 글은 물론 
이요 일반 시사잡지, 중국사회과학원의 소논문 등 보다 다양한 시각이 
담긴 글을 통해 독자들의 중국 종교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 
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중국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전하신 
생명의 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증국물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올 준수합니다.

112 중국올 주께로



성 망  션  교 센  타

I

&

였

헬 t a !

_ _ ：•선교정보자료실 레스토랑
선교지역 및 종족, 선교단체, 저렴한 가격의
선교활동 및 전략 둥에 정성이 담긴 음식
관한 문서자료와 비디오 
자료 구비

도서관 한식당<

선교 및 신앙 관련 도서 300석의 한식 온돌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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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훈련원 
(F.L.T.C)
현대식 LAB  시설완비

세미나실
30~200석까지다양

게스트 하우스(특실 ) <

TV, 냉장고, 욕실, 주방

T'1

^유치원
선교사자녀 100% 

장학금 ( 단, 국교부터 
고교생은 50%)

게스트 하우스 <

냉난방 완비된 
온돌 및 침대방

의료^사 <

선교사 가족 무료진료 
(내, 외, 치과) 

의료봉사진: 필립 
선교회, 길선교회 )

i ( 놓 14

+  교통편

주안역에서 5번 41번 
마을버스 1번 

인하대 후문 한 정거장 
전에서 하차 (20분 소요)

성광션 교센타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4동 89번지

양  치 호  목사 
TEL: (032)872 -  2336-8 

FAX ： (032)862-0642 •ewnᅳ |B  I 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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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울 주께로는 중국울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오ᅡ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 
입니다.

우 편  엽 서

받는 사람

중국울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이호)

137-069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이호)

137-069



「중국을 주께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엽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으신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직접 전화(02-533-5497, 02-592-0132, 담당자 정광숙 간사)를 주시면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료를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02362

중국율 주께로 독자카드(1996년 3,4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율 주께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r증국*  주께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율 주께로」룰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전화신청 및 문의: 정광숙 간사 Tel.02-533-5497, 02-592-0132

1.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 신규구독 □ 재구독 □ 주소변경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 1년 21,000(6권) ᄆ 2년 42,000(12권) □  3년
2. 신청인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배달주소(우 - )

전화: (집) (직장) 팩스:

교회명 직분
기타 요망사항

19 년 
63,000(18권)

월까지

3. 주소변경; 성명 전화
변경주소(우 — )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면적/ 9,561,000^

인구/ 내억，대부분 중부지역고卜
동부 해안지역에 거주，인구증가율 1.1% 

민족/ 한족(93%)，55개 소수민족(7%)

언어/  표준중국어 84,800만，광동어 6，200만, 
호남어 6，100만，객가어 4,700만，
민남어 3，800만 

종교/  무신론자 12% 무종교 50%

중국 전통종교(불교，유교，도교) 28% 
정령숭배 2% 회교도 3.4%

기독교인 5% 미만

중국은
최대의 미전도 지역입니다.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 13억 
이상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세계에서 
전혀 듣지 못한 25억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ᅳ7(신우빌딩 301호) 
전 호 533-5497 

팩스/599~2786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벌목장에서 "시베리아 벌목징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
2 .°  음으로 하나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께

대制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북한주민 귀순하게 됐습니다"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실하려고 했습니 
러시아의 다 그런데 우연히 귀 빙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시골주부 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중국교회 극동빙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I ： 한딜니
지도자 다 어느 한 집에 리디오가 있으면 밤t 에. 시간에 맞

줘,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빙송을 들으니까 합창(찬송)이 끝난 
북한지역 후에 어느 사림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주민 그후 히루라E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 
자도 o)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E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 . 6 . 9 .1
영 육  구 원

(人울 320-0283, 0290

[I]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정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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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a 금으로 북방신교 시액0II 똥터칼 

은J파신교八f 1 ᄋᄋ，ᄋᄋᄋ명*  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