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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훈련원에서는 중국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하여 현지 사역에서 
필요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현지 훈련을 통한 적응능력을 
함양하여 중국전문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비 중국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cr v
1. 중국선교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 이상 근무한 자 
고!육기:1!
1997년 3월 3일〜1999년 2월 28일 
2년(평일 주간) - 국내교육，해외실습 
疲  및 교육4 용
영성 및 인격 훈련
공동체 훈련과 사역, 은사의 개발
현지사역 실습
중국어: 문법, 회화, 작문，강독, 사역중국어 
중국사역학: 중국선교학 외 7과목 
중국학: 중국역사 외 8과목 
선교학: 현대선교학 외 3과목 
2 육7강소: 본원(서울 중구 정동 25번지)
2 영 猫 :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 
훨 서 류 : 본원지원서/신앙고백서/최종졸업, 성적증명서/

사진 2매(3X4V추천평가서 2통 
인AG 부 및 S 수기맏 1996년 10월 1일〜11월 30일 
A l 험: 필기시험(1996년 12월 9일)

면접시험 (1996년 12월 10〜11일)
모S 엔 : 00명 
£의자  발E :  1996년 12월 23일 

1997년 3월 3일
특 2 ：
1. 본 문련원 졸업시 홍콩의 중국선교신학원(China Mssion 
Seminaiy)의 인준학위인 중국선교학 석사(Master of Christian 
Studies in China Ministries), 중국선교학 증서 (Diploma of China 
Ministies)를 수여함.
2. 각종 장학생 혜택(성적, 애화’ 생활’ 근로)，장학제도 있음.
문 i l :  2 2 J  02)318-3956, 318-6867

멕스 ᄋ2)773~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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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근래에 들어와서 한국의 학생선교 단체들이 중국선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 중에는 이미 중국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또 조만간 중국사역을 시작할 
단체도 있다. 우선, 강한 자생력과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갖고 있는 
이들 학생선교 단체의 중국사역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현재 중국 일부 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선교의 역기능들이 상당 부분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한 학생단체 소속 선교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만난 그 선교사는 중국에 온 지 만4년째로，그 단체에서 중국에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였 
다. 그는 처음 1년 반을 언어연수에 주력한 뒤 곧바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하여，이제는 
사역의 기초가 제법 탄탄해졌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다. 변변한 후원조직도 없이 
중국에 와서 버티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보통의 선교사로서는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선교의 
교두보까지 마련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더욱 나를 감동케 한 
것은 대화 말미에 나온 그의 기도 부탁 내용이었다.

그것은 삼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한 중국 청년에 관한 것이었는데，알고보니 
그는 바로 이 선교사가 처음 양육한 3명 중 한 명 이었다. 의아해 하는 내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선교회 중국사역의 첫 열매입니다. 나는 기도 가운데 그를 중국 교회에 바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결국 그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에 십일조를 드리는 것과 같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달란트를 받았으니, 
그 달란트의 열매인 주님의 일꾼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국 교회에 바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에 ‘인력의 십일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그들 
이 중국 교회에 드려질 경우 그들은 우리 선교회의 방식이 아닌，중국 교회의 방식과 중국 
교회의 모양으로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들으면서‘호주머니가회개하지 않는 한진정한회개는없다’는 말이 연상되 
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 사람, 내 교회，내 교단, 내 선교회라고 하는 이기(利己)의 
빗장을 풀지 않은 채 헌신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생각했다. 중국 교회는 이 
선교사와 같은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중국 교회의 필요를 생각하고，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교회와 교단과 선교회를 중국 교회는 지금도 부르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동화/본지  발행인



8 위기의 중국 농촌，어디로 
14 농촌 기독교 인구 급증의 원인 
18 한국 교회, 중국 농촌에 눈돌려야

24 중국 농촌을 위해 씨f f  뿌린다 
28 모두가 함께 사는 세 계 향 하 여

73 변호ᅡ하는 중국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늘어나는 신도시，쫓겨나는 사람들
76 시사 연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개혁개방과 중국의 여성
① 남자들 떠난 농촌，고된 일 떠맡은 여성들

② 버려지는 여애女兒)들, 산아제한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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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교일언 땅끝을향한여정 전준식 44 중국 교회 체험개4)
3 2 인터뷰 한성중화교회유전명목사 권수영 피눈물로 일구어낸 교회 메이쩡즈
46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 70 대륙성도의 간증

『길』이 요 『진리』요 『생명』이니 왕쓰웨 믿움의 여정 쑹 제
50 중국선교 나침반 90 현지에서 온 소식

“중국의 새벽”  운동과 방송 프로젝트 탕 화 중국에 살다보니 이성은
54 세미나 지상중계

조선족 교회 육성전략 인병국

請進來/an g  jin l^i/ 칭 진 라이/ 어서 들어오세요.

특 집  중 국 提 현 왕 과  

선 교 적  전 망 35 중국 교회 소식 ‘돈을 향해가는’ 교회 
38 중국 교회 현주소 자주독립 교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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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중국선교의 발자취 일본의 항북 방지일 

66 중국 선교사의 간증(14)

중국내지선교회의 태동 허드슨 테일러

중 극 을  알 자

82 중국의 省(7)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동양의 눈’으로 떠오론 화상(華商}의 고향 

광둥 ■ 광시 장족자치구 • 푸젠 ■ 하이난 

101 중국문화 중국의 육<玉} 예술

110중국영화감상 화혼(墓魂) 이홍자

자 료 일

118 광저우시 유동인구 특징 및 관리조치

표 고 a  니다
지난 7, 8월호에 실린 「세미나 지상중계」“중국의 통일 
문제” 기사 중 38쪽 2단 29행에 게재된 ‘장카이스(蔣介 
石) 총통’을 ‘장징궈(蔣« 国> 총통’으로 고칩니다. 필자 
와 독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 본 지의 중국어 표기는 기본적으로외래어 한글 맞춤법 표기 
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지명과 인명을 한문 독음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1 발행인 칼럼 인력의 십일조 이동화 

43 묵상의 샘 주님 계시니 근심은 없다 
63 선교중국어 中秋，月圓,好時節 차이나 

(중치우는 기쁜 절기이다) 
80 애덕기금회 관련 기사를 읽고 김종구 

94 궁금합니다. 중국선교... 이동화 

중국선교사의 선교비 책정에 관하여 
96 세계선교 동향

트랜스월드 라디오 한국선교회 편집부 

1M 중국은 지금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106 시사용어 “사람(ᄉ:런r  과 관계된 말 
109 중국인의 유모어 꿈속에서 꿔준 빚
112 선교 다이제스트

혼돌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113 신간 도서

114 중국어 찬송가

數算主恩(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115 중국어 복음성가 

愛的眞諸(사랑은)
116 선교단신

용 格  5 께里，기E=1^J테  1 0 ^

표지설명
12억 중국 인구 중 9억 이상이 농촌에 살고 있다. 
중국선교를 한다면 농촌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 
이 아닐까? 경제 개방에 따라 점차 소외되고 있는 
중국의 농민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광시(廣西) 좡족자치구 추수밭 풍경. 아낙네들이 
볏단을 옮기고 있다.

| 好久不見了!/haojiQbCiji효nle!/ 하오지우부지엔러/ 오래간만이군요



전준식

께서는 우리에게 “ 너희는 모 
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 

o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 
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고 말 
씀하셨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예수님 께서는 마지 막으로 우리 에 게 서로 사 
랑하며 아름답게 살라고 하시 거 나 청 렴 하게, 
경건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 특히 “모든 
족속에게 가서”라는 말씀은 온 인류의 하나 
님 되심을 강하게.선포하는 말씀이다.

‘선교’라고 하면 특수한 교회나 특수한 사 
람만이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 모두는 “가라!”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 
에 순종해야만 한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나라 사람만 포함된 것이 아니 라 12억의 인 
구를 가진 중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면 누가 
12억의 중국인을 품에 안을 것인가? 그리고 
왜 가야만 하며,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누가 가야 하는가 ?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 
이 있을 때 생명을낳을수 있고, 생명이 있어 
야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비지니스의 개념 
이 아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선교하러 가야 
한다.

왜 중국인가?
몇 년 전 중국 지도자들의 성경 공부를 도와 
드리 러 중국에 갔을 때 기차 안에서의 만남 
이 생각난다. 이 단편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 
님께서 중국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오랜 시간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 기차 
침대칸에는 필자와 동역자, 그리고 중국인 
두 분이 동승하였다. 필자와 동역자는 조심 
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중국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우리의 비전을 서로 나누었다. 거의 
18시간 정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옆에서 담 
배만 피우던 중국인 한 분이 “ 한국에서 오셨 
습니까?”라고 조용히 한국어로 묻는 것이었 
다. 우리는 순간 너무나 당황하였다. 지금까 
지 상대방이 한족인 줄만 알고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리라 생각하여，우리가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세세히 다 나눈 후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섰다. 그러 
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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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보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분의 도움으로 아주 귀 한 프로젝트를 시 
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기차 안에서 그 분이 이 런 말을 했다. 
“지금 중국에는 사상의 함몰 현상이 왔습니 
다. 그렇게 단단하고 난공불락일 것 같은 공 
산주의 이 데올로기가 무너 졌습니다. 사상의 
공황이지요. 저는 고위 공산당 간부라 공산 
주의의 허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 
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개방화 물결로 이것 
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그 
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공허한 부분 
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선생들이 말하는 하나 
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중국을 품에 안기 전에 이 
미 하나님께서 중국을 품에 안고 계신다. 그 
리고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이들은 무너지는 이데올로 
기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 
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미 여리고성은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때문 
에 우리는 추수꾼의 심정으로 중국을 바라 
봐야만 한다.

어떻게 가야 하는가
성경으로 가야만 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는 이미 중국을 복음적으론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찬 
양한다. 중국의 종교법에 따르면，설교할 때 
이데올로기에 대한 말을 해서는 안되고，자 
유세계에 대한 설교를 해서도 안되며 오직 
성경 이야기만 하라고 나와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자라난 중 
국 사람에게 오직 성경만을 이야기하고，성 
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 놓는다면 얼마 
나 큰 영적인 힘이 발휘될 수 있을까? 이런 
사실들로 볼 때 오염되지 않은 중국의 영혼 
들에게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선교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중국 
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화려한 성전이 이 
미 들어간 경우를 보고 마음이 매우 아팠다.

어느날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성경 공부 
를 도와 주고 휴식 시간에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 때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런 요구를 해 왔다.

“우리 처소에 가 보자. ■ ■ a 회를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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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중국인들을 품에 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안고 계신다.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니 지원해 줄 수 있느 
냐 물론 그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 
나 영적인 데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었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하 
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 교희가 성공 신학 
이 아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 
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기 
바란다.

우리가 중국인을 인도하기 보다는 중국인 
이 중국인을 인도하는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 서양 선교사들이 신체적 조건 때문 
에 중국인에게 직접 선교할 수 없어서 우리 
한국 사람과 협력하듯이, 문화적•사상적으 
로 중국인과 다른 점이 있는 우리 한국인들 
.도 중국인이 스스로 자국인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교회와 선교 단체가 협력하기 바란다. 지 
금까지 교회와 선교 단체는 서로 다른 지체 
인 양 무관심하게 대해 왔다. 그러나 합력하 
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 
를 원치 않으신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교 
희와 선교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가? 교회 
는 재정이 풍부한 대신 훈련된 헌신자들이 
부족하다. 반면 선교단체는 양육된 헌신자 
들이 많이 있지만 빈약한 재정 상태를 보이 
고 있다. 만일 이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겠는가?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 
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중국선교는 땅 끝을 가기 위한 과정이지 
땅 끝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땅 끝은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땅 끝까지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중국을 품에 안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한다.

“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 
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 
이라(롬 11:25)”

전준식/  신림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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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도시화，나날이 뒤쳐지는 중국 농촌의 오늘 

그 막대한 인구뿐만 아니라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농촌은 한국 교회의 선교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보다 너른 길, 좀 더 빠른 길을 추구하는 

현대의 유행을 단호히 거부하고，

가파르고 좁지만 확실한 

농촌 선교의 좁은 길을 선택할 자 과연 누구인가?

有點兒累了/YOu diSnr l̂ i le/ 여우 디얼레이 러/ 조금 피곤합니다]  7



의 기 의  g n  ᅣ g  어 디 로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농촌의 변화상과 전망

양필승

마오쩌둥(毛澤東)의 퇴장과 함께 진행된 개 

혁과 개방은 가히 제2의 혁명이라 불리울 정 

도로 폭발적인 변화를 중국 사회 전체에 가 

져 왔다. 그러 나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이 농촌 

에서부터 시 작됐다는 사실을 기 억 하는 사람 

둘은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최근의 중국 

정부 정책을 살펴 보면，아마도 지도자들부 

터 그같은 농촌의 역할을 지금은 이미 잊은 

듯한 인상을 준다. 그렇다면 6 • 4 천안문 

사태 이후 급증하는 농민의 분노와 좌절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다시 농촌이 主시를 포위하여”
공산혁명은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여” 이루

어진다는 논리를 마오쩌둥은 일찍이 펼쳤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농촌을 기지로, 농민 

을 주력부대로 삼아 혁명을 성공시켰다. 다 

시 30년 이후 개혁과 개방은 농촌이 도시를 

포위함으로써 시작됐고，제1차 혁명처럼 제 

2차 혁명도 지금까지로서는 대체적으로 성 

공작이라고 평할 수 있다. 단지 제1차 혁명 

은 이른바 " 정치투쟁” 을, 제2차 혁명은 "경 

제투쟁”을 주로 삼았다는 차이로 말미암아， 

전자가 왁자지끌 시끄러운 혁명이었다면, 
후자는 "조용한 혁명”일 뿐이다.

경제체제의 개혁은 우선 가족농을 부활시 

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혁명 이후 막바로 

추진된 토지개혁，그리고 곧이어 실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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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개조의 산물로 인민공사가 출현했다. 
그러나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고, 함께 노동 
하며，더불어 수확을 나누는 인민공사 체제 
는 중국 농민이 지닌 “ 잘 살아 보겠다” 는 의 
욕을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많았다. 이미 마 
오쩌둥이 죽기 전에，일부 지역은 돌파를 위 
한 실험을 조심스럽게 시도했다. 그 중 핵심 
이 바로 계약생산제로, 그 대상을 인민공사 
의 조직이 아닌 개별적인 가족들로 삼았다. 
사회주의 개조화로 사라졌던 가족농이 드디 
어 20여 년만에 재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무엇을 심을 것인가，어떻게 경작을 
할 것인가와 같은 결정은 인민공사의 간부 
가 아닌 각 집의 가장(주로 아버지)에 의해 
내려졌다. 점차 인민공사가 지녔던 정치적 
권한도 별도의 지방정부나 인민위원회로 귀 
속되어, 정사합일제(政社合一制)가 붕괴되 
면서 농민의 풀뿌리 정치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향촌 정치의 지각변동도 서서히 일기 시 
작했다.

당장 농민 생활의 물질적 여건이 매우 빠 
르게 달라졌다. 우선 대다수 농민들이 ‘먹고 
입는(溫飽)’ 문제를 해결했고, 심지어 일부 
는 ‘그런대로 편안한 삶(小康)’을 누리는 수 
준에까지 다다랐다. 물론 이같은 향상은 농 
업생산력 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굳이 수치로 표현한다면, 1980년 이전까지 
농업총생산의성장률이 연평균 3.5%에불 
과했던 반면,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무 
려 11.5%씩 올라갔다. 농가 개인당 소득도 
1978년에 비해 1985년은 자그만치 3배로 뛰 
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개혁의 열매 
를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혁명 이후 지 
금까지 중국 농민이 누려왔던 평균주의(平 
均主義)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부 
자되기(發財:화차이)’ 전통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실 부자되기 풍조 
의 만연은 덩사오핑(部小平) 둥 지도자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 유 
명한 ’92년의 남순강화(南巡講話)，즉 덩이

특* 1 3 *n > !|o i a 헌이< U

‘ 큰 쇠舍짤( ᄎ 錢 飯 : 마51? )  ’ 온 사마지고 
부지s i기 로p i g 아 부a  가민이

능전사호1룹 하기에

남해 연안지방을 돌며 고도성장을 재촉할 
때, 선천(深圳) 식물원을 방문하여 옥수(玉 
樹)라는 나무를 만졌으며, 이후 이 나무를 만 
진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퍼져 일 
명 ‘부자나무(發財樹:화차이슈)’라 불리워 
지게 됐다는 일화가 나돌 정도다.

평균주의의 붕피
가족농이 부활함에 따라 농촌시장이 활성화 
됐다. 이제 농산물의 가격은 차등화되고, 농 
가소득 사이의 차이는 빠른 속도로 벌어졌 
다. 부자되기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 
작한 셈이다.

농촌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된 19ffi년의 통 
계에 의하면，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 
인당 연소득 200 위 엔(元)이란 경계선을 넘 
은 농민이 여전히 7명 중 하나 꼴인 반면, 
1,000 위 엔 이상의 부자도 적지 않았다. 이로 
써 중국 농민운동사의 정신적 기둥이었으며 
공산당의 농민혁명으로 절정을 이루었던 평 
균주의가 무너져 내리게 됐다. 특히 평균주 
의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던 ‘큰 쇠솥밥(大鍋 
飯: 따궈판)’은 사라지고 부자되기 경쟁으로 
말미 암아 부와 가난이 농민사회를 양분하기 
에 이르렀다.

평균주의의 붕괴는 농촌의 소비생활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이른바 ‘세 가지 필수품’ 
인 자전거, 재봉틀, 손목시계에 대한 구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 비정상적인 ‘건축열’ 이 
야말로 그같은 소비의 가시화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 했다. 그 결과 1 인당 거주면적 
에서 농민은 도시 거주민을 앞질렀다. 결국 
문혁 기간에 지나치 게 억제됐던 소비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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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풍조’는 농민들로 하여금 무작정 도시로 떠나게 만둘었다.

한꺼번에 폭발된 셈이다.
부자되기 풍조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라는 새 
로운 이념에 의해 정당화됐다. 이제는 상품 
과 경쟁이라는 개념이 중국 농민의 사고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어떤 농민들은 “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재물은 버리지 않겠다 
(舍命不舍財)”는 식으로 돈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배금주 
의는 도시 뿐 아니라 농촌 사회에까지 만연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돈을 쫓아 고향을 등지는 농민마저 대량 
으로 생겼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할 농촌 
사회의 불만과 불안정 때문에도 유민현상이 
일어 났지만, 돈을 쫓아 무작정 도시로 가려 
는 개개인의 의지도 그 같은 현상을 야기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약 1억여 명으로까 
지 추산되는 농민들이 무작정 농촌을 떠나 
는 소위 •맹류(盲流)’의 대열에 섰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의 탄력성으로 말미암 
아, 농민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이 속속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향진기 
업의 활성화로, “ 땅에서는 떠나지 만 촌은 떠 
나지 않고(離土不離鄕)”, “ 농업과 공업의 결 
합(農工相補)” 이라는 역사적 전통을 유지하 
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10 你吃吧!/NT chi ba!/ 니 츠 바/  자, 드시지요.]

의 농공단지나 새마을 공장과 같은 기능을 
지닌 향진기업은 1994년 말 현재 무려 1억 
2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체 공업 생산 
액의 1̂ 을 차지하고 있다.

평 균주의 가 무너 졌음은 도시 와 농촌 사이 
의 관계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의식주의 모 
든 방면에서 “ 도시와 함께 뛰자” 라는 생각 
이 농촌 사회를 지 배하기 시 작했다. 하지 만 
삶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이로 인한 상대 
적 박탈감은 오히려 깊어졌다. 이같은 현상 
은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 
났으며，1989년의 6 • 4 천안문 사태 당시만 
해도 아직 표면화될 정도는 아니었다. 아마 
이같은 까닭으로, 농민들은 도시에서 일어 
난 이른바 ‘ 민주화 운동(民運)’에 대해 별다 
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둣 싶다.

농민의 목소리 높이기
마침내 농민은 침묵을 깨뜨리고 집단행동을 
통해 불만을 표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92년 말부터 ’93년 상반기까지 모두 170여 
건의 농민소요가 일어 났다. 그 중에서 ’93년 
6월 초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농민봉기 
의 참여 인원은자그만치 1만여 명에 달했다. 
그런데 쓰촨성이야말로 안후이(安徽)성과 

함께 농촌개혁을 선도했던 지역이라는 점에



서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다시 말해，농촌이 
도시를 포위 하는 제2의 개 혁 자체가 부정 된 
꼴이었다.

쓰촨 사태와 같은 현상은 중국 여 기 저 기 
에서 발견되기에 이르렸다. 예를 들어 ’91년 
대홍수 때는 70여 개의 시와 현에서 농민들 
이 시위를 벌였고, ’92년 정초에는 허난(河 
南)에서 농민 1만여 명이 반정부 데모에 참 
여했다. 이같은 집단행동과 더불어 자살과 
같은 개인적 항의행동도 빈번했다. 몇 년 전 
에는 어느 농부가 과도한 부담을 하소연하 
기 위해 성(省) 정부를 찾았지만 간부들이 
그다지 성의를 보이지 않자 음독자살을 꾀 
했고, 식량을 강제 공출하려는 간부의 행위 
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을 기도하기도 했으 
며, 유사한 문제로 간부와 싸우다 혼자만 경 
찰에 의해 연행당하자 음독하는 등 사회적 
성격의 자살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급격한 사태 악화에 놀란 중국 정부는 신 
속하게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일부 지역의 농민들은 무려 210여 
항목에 달하는 각종 조세와 부역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들은 납세과정에서 이전의 
전제 왕정 시대와 같이 관리의 중간 착취에 
시달리고 있음도 아울러 하소연했다.

오늘날 중국 농민을 괴롭히는 것은 정부 
의 세금이나 관리 의 갈취 뿐만이 아니 다. 생 
산한 식량에 대한 대금을 현금 대신 공수표 
로 받는 이른바 ‘ 바이 타오(白條)’, 도시로 나 
가 노동을 팔아 우체국을 통해 송금한 우편 
환이 지불되지 못한 이른바 ‘ 뤼타오(綠條)’ 
둥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지방 정 
부가 농민에게 지불해야 할 현금을 공업단 
지의 개발 둥 다른 부문에 전용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사태로，근본적으로 농민에 대한 
경시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6 . 4 사태 당시 분노한 도시 인들 
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물가 불안정도 농민 
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시장경제에 의존하는 부 
분이 많아진 농민들은 각종 물품을 사들여

큰목시■계와 갛온 公비품에서 비通»  ^온 생인®5률 ?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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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 손목시계와 같은 소비품에서 비 
료와 같은 생산도구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치솟는 물가는 곧바로 농민 
생활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촌의 수요공급 체계는 농민을 더 
욱 궁지로 내몰았다. 화학비료와 같은 구매 
품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달리는 반면, 식량 
과 같은 판매품은 넘쳤다. 더우기 불합리한 
유통구조는 ‘곳간은 넘쳐도 농민의 돈주머 
니는 달랑달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듯 농민에게 부여된 부담은 커진 반 
면，농업생산력은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 
체 현상을 보였다. 인민공사의 실질적 해체 
와 가족농의 등장으로 야기된 생산성 향상 
의 효과가 소진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반 
면 화학비료의 사용량올 증가시키는 것 이 
외에, 기술적 혁신을 위한 이 렇다 할 돌파구 
를 마련하는 데 중국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 
에 빚어진 상황이기도 했다. 즉 제도적 개혁 
에는 성공했지만 기술적 개혁에는 실패했던 
것이다.

또 한번 농민문제가 중국사에 대두된 셈 
이다. 멀리로는 농민반란과 왕조교체가 주 
기적으로 발생하여，결국 20세기에는 농촌

我不要吃/WG bu yao chi/ 워 부 야오 츠/ 나는 안 먹겠습니다.



을 기지로 공산혁명이 성공을 거두었으며, 
가까이로는 문혁 기간(1966~1976)이 종료 
되면서 농민문제가 심각하게 되자 지도자들 
은 “ 농민에 의해 세워진 정권이 다시 농민에 
의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개혁 
을 서들렀다. 이제 개혁의 공(功)과 실(失)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90년대 초반부터, 자그 
만치 8억에 달하는 농민들이 다시 꿈틀거리 
기 시작함으로써, 농민 문제는 중국의 미래 
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다시 떠오른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경제개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중국 
농촌은 점차 고도 성장의 그늘로 전락했다. 
또한 개방의 물결은 농민들에게 전통 회귀 
와 전통 거부를 동시에 경험하는 매우 혼란 
스런 상황을 연출시켰다. 지금이야말로 중 
국 농민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 
다.

가족농의 부활은 가족의 위상을 제고시 켰 
다. 이제는 당 간부가 아닌 아버지가 무엇을 
심을지 결정할 뿐 아니라, 벌어들인 돈을 어 
떻게 처분할지를 정할 수 있다. 아버지의 권 
위는 올라갔고，가족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 
각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외의 화교들이 
문중조직의 활성화에 앞장섬으로써，가족주 
의는 더욱 극성을 떨었다. 가부장주의의 재 
등장은 여성의 교육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 
도 초래했다.

그러나 급속히 보급된 텔레비젼 등을 통 
해 도시와 농촌 사이의 공간적 거리는 이미 
상당히 좁혀졌기 때문에, 가부장적 권위는 
전혀 옛날(혁명 전)과 같지 못했다. 도시에 
서처럼 혼인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보 
다 당사자의 의견이 중시됐으며, 결혼 이후 
에는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미는 것이 보편 
화됐다. 결국 중국 농민에게 가족의 중요성 
은 다시 부각됐지만, 이전과 다른 형태의 가 
족제도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 게 되었다.

한편 마르크스- 레닌-마오쩌둥 사상으로 
연결되는 이념의 힘이 과연 얼마만큼 중국

의 보통 사람들(老百姓:라오바이심)에게 작 
용했는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어쩌면 
당 간부는 이 전의 사대부와 같이 단지 군림 
하는 존재로서 인식됐을런지도 모른다. 개 
방 이후 오늘날 이념의 힘이 현저히 약화된 
것도 확실하다. 대신 종교적 정열이 다시 타 
오르기 시작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즈음하여, 종교 
는 한 순간에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퇴 
조하는 종교에 대해 문화혁명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변혁의 기운은 상황을 반전시켰다. 
중과 효 등의 유교 덕목이 다시 강조되고, 
불교의 사찰이 재건됐으며，미신으로 공격 
받던 토속신앙이 활기를 되찾았다. 풍수사 
상이나 점술에 대한 홍미마저도 만만치 않 
다.

가족농의 부활은 가부장주의를 재등장케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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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정체성으로 인한 로덕적，정신적 혼란은 농촌에 미신, 우상숭배의 붐을 일으켰다.

외 래 종교로서 한층 더 탄압을 받아 오던 기 
독교(구, 신교 포함)야말로 가장 빠른 신장 
세를 보여주고 있다. 조직과 의례에 있어서 
타종교를 압도함으로써，기독교는 농촌 사 
회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중이다. 어느 
통계는 촌락 인구의 약 13%로까지 추산했 
다. 중국 전체로는 1993년 기준으로 개신교 
의 신도가 2,000만 명 내지 5,000만 명으로 
추정되며，이들은 700여만 명의 천주교도와 
함께 모두 20,000여 개의 교회를 꾸려 가고 
있다.

중국 농민의 정체성 위기는 퇴폐 문화의 
범람을 야기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도박 
이 어느 때보다 창궐하고，음란잡지가 광범 
위하게 나돌고，음란 비 디오가 급증하며，심 
지어는 아편을 흡연하거나 매음을 일삼는 
둥 다양한 퇴폐행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 

다.
분명 중국 농촌사회는 심각한 정체성 위 

기를 맛보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개방의 충격이 거세짐으로써 초래 
된 그같은 위기로 말미암아, 중국 농민은 엄 
청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도시민에 비해 이등시민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농촌 경제의 악화 
로 더욱 심화되면서, 혼란감만 한층 가중될 

뿐이다.
과연 위기의 중국 농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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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독교 활동 인구 급증
‘문화 혁명’ 이후 중국 농촌의 기독교 활동 
인구는 꾸준히 중가하였다. 해방(1949년 중 
국 공산화-역자 주) 초기 중국의 기독교 신 
도수는 103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6 
년 말 등록된 신도수가 약 339만 명 이 라고 
중국 기독교양회(兩會:중국 기독교협회와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약칭-역자 주) 측이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불명확한 숫자이다. 
추측에 따르면 최근 중국 기독교 활동 인구 

는 최소 600만 명 이상이고 그중 80% 이상이 
농촌에 분포되어 있다.

중남부의 한 성(省)을 예로 들면 1922년 
신도는 약 2만 명 이었고, 1950년 중남부 5개 
성의 기독교 신도수는 20만 명 가량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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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독교 인구의 80%는 농촌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도 농촌에서는 계속적으로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정부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글은 한 중국 종교 연구가의 눈에 비친 농촌 

기독교 인구 증가의 원인울 밝히고 있는데, 기독교 

의 긍정적인 사회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농 

촌에서의 기독교 신도 증가 현상을 옹호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아울러 당의 종교정책의 철저한 시 

행이 이러한 긍정적 역할울 지속하는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편집자 주-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성에만 해도 최소 
100만 명 이상이 기독교 활동에 참가하고 있 
다. 해방 전 중국 기독교의 기반은상당부분 
사회사업(학교, 병원，복지 둥)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후 교육, 위 생 등의 사회 

사업은 더이상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없었다.
특히 문혁 시기에 종교는 심한 타격을 받 

았으나，오히려 기독교 신도는 증가하기 시 
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수그러들 기미가 보 

\ 이지 않고 있다. 예전의 한 사회학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발전과 종교의 발전은 
반비례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이론은 너무 단순한 시각에 불 
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농촌의 
기독교는 국가 종교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 

나가 되었다.

농촌 기독교 활동 인구 급증의 원인
농촌 기독교 사업을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는 먼저 농촌 기독교 활동 인구가 급증한 원 
인을 살펴봐야 한다. 필자 생각에 그 주요 
원인은，전통 봉건 미신이 사회 여론의 비판 
을 받은 후에 합법적 종교로 전환된 일종의 
형식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봉건사회에 머물러왔기 
때문에 생산력과 과학기술 수준이 매4  낙 
후되었었다. 게다가 민간에는 전통적으로 
잡신을 믿는 습관이 퍼져 있었다. 최근에도 
어떤지역에 ‘과학점술(科學算命)’이라는 것 
이 생겨 이것을 통해 점을 치는 사람이 줄을 

■ 잇고 있다한다. 필자는금년 여름화동지방 
을 여행하면서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신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출발점으 
로 하는 이러한 저급하고 사악한 미신 관념 
은 결국 사회주의 정신 문명과는 융화될 수 
없다. 해방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과학 교육을 
받으면서 사상적 깨달음이 크게 진보되 었고, 

이에 따라 봉건 미신은 더 이상 중국 사회에 
서 공공연히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고，지금 
도 여 전히 은밀한 형태로 곳곳에 퍼져나가 
고 있다. 때문에 정당한 종교는 분명한 법률 
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봉건 미신이 끊임없이 합법적인 
종교에 침투하는 상황은 ’70년대 말과 ’80년 
대 초기 에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당시 
는 정부 종교관리 부서나 애국 종교 단체들 
이 아직 성 립되지 않았거나 막 성립된 시기 
였다. 이 때 농촌의 기독교는 봉건 미신의 
침투와 중간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악 
독한 사람들 때문에 대혼란의 현상을 나타 
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우창(武昌)현의 한

■•1 g®| 시기에 종교는 « n |§  g 0』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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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독교 집회소에서는 모든 신도들이 
함께 땅바닥에 무릎을 끓고 앉아 비를 내려 
달라고 빌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뱃속의 태아를 아들로 바꿀 수 있다 
고 떠들어대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도를 드리면서 지전(紙錢)을 불살랐다. 이 
러한 행위는 모두 정통 기독교와는 전혀 상 
관없는 봉건 미신이며, 기독교의 교리에도 
절대 위반되는 것이다.

각 지역의 기독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새 
로 입교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어느 한 부류의 사람 
들은 입교 후에 나쁜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혹은 입교 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죽은 후 천당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 
다. 순전히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기독교에 
입교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문혁 말기에 기독교 신도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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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시기, 기독교와 유사한 형 태의 

종교인 천주교는 신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 

지 않았다. 해방 전쟁 시기에 중국 천주교 

신도수는 328만 명이었는데，1986년 중국 천 

주교 신도수는 약 333만 명으로 40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또 둘 

다 서양에서 전래된 종교인데 왜 신도수의 

변화가 이 렇게 다른 것인가? 기독교와 천주 

교의 서로 다른 특징을 비교해 보면 기독교 

신도수의 증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기독교， 무형상의 하나님
천주교는 오래 전부터 성직자의 권위를 존 
중했다.
성직자는 곧 이 땅에 존재하는 천주(无 K)의 

대표자이고，성 직자의 말은 신도의 삶과 사 

상에 큰 권위로 작용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렇지 않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래, 
기독교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정신적인 교감 

을 계속 강조하였고, 개인의 종교 체험을 중 

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 

금 개인의 정신적 체험에 따라 하나님을 믿 

도록 촉진시킨 원인이 되었다.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무형상을 강조한 

다. 천주교 혹은 기타 종교들이 신앙에 있어

16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 

다. ᅳ형상’은 사람들의 관념을 일정한 형상 

범위 내에서 생각하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무형상의 하나님’은 그 많고 다양한 사람들 

의 신에 대한 관념을 각자 체험한 대로 받아 

들이도록 수용하며, 하나의 신이라는 관념 

속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는 사람들을 기독 

교로 이끄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각 사람의 인격，지식의 다양성 때문에 ‘경험 

한 바’는 다 다를지라도, 개인은 자신의 주관 

세계 속에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과 연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는 숭배의식을 매우 중히 여기지만， 
기독교는 설교를 중요시한다.
허름한 농가에서, 심지어는 길에서도 농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설교를 함으로써 종교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중국 농촌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낙후된 지식 수준에서 보자면, 
천주교는 이러한 습관에 잘 맞지 않는 반면 

기독교는 농촌의 현실 생활과 비교적 근접 

해 있다.

기독교는 부정요인을 긍정요인화하여 종 
교 도덕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 
토록 한다.
종교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정적 인 역 할을 한 바도 있고，또 긍정 

적인 작용을 한 바도 있다. 사회주의 시기의 

종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종교는 봉건 미 

신의 방공호가 되기도 했지만 윤리, 도덕과 

같은 종교의 특성 때문에 사회 의 안정 에 특 

별한 기여를 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 도덕은 신에 대한 신앙 

에 근거하여 신도들에 대해 매우 큰 정신적 

구속력을 가진다. 기독교 신도들은 하나님 

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당한 종교 신앙을 가진 신도들은 삶에 대 

한 태도가 매우 진지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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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을 삼가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종교 정책의 

정확한 관철이 종교 신도들의 사상 감정에 
긍정적인 완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촌의 
기독교 신도들이 규율을 준수하는 것은 사 
회에 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잘못된 종교 관념의 영향을 받거나 국내외 
종교 반동세력의 술수에 포로가 되어 잘못 
된 길로 접어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보통 
종교 신도 중에 형사 범죄자는 극히 드물다.

농촌의 어떤 지역은 도박이 매우 성한데, 
기독교 신도들은 절대 도박에 가담하지 않 
는다. 기독교 신도들은 성경의 교훈을 따르 

고 준수하기 때문에 싸움, 간음，음주, 절도 
등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금하고 있다. 농촌 
기독교 신도의 가정은 화목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협조적이고 원활한 것이 한 특징이 

다.

기독교의 긍적적 역할 북동워야
기독교가 사회주의 농촌의 서로 다른 지역 
에서 일으킨 부정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역 
할은，종교 정책의 정확한 관철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종교 역할의 양면성은 뚜렷하게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다. 극좌 관념을 갖고 
있는 간부는 오직 종교의 부정적인 일면만 
을 보고 제압을 가하려고 할 뿐이다. 다른 
한 관점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 같이，사회주 
의 시기 종교의 역할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 
다고 생각한다. 새로 입교한 신도들이 부정 
적인 영향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도와주고, 종교가 사회에서 문명건설의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확충하는 것이다.

종교관리의 중요성
최근 중국 농촌의 기독교 신도수의 증가로， 
많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당의 종교정책을 
적극적 으로 관철하고 앞장서서 선도하는 방 
법은 실효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나 어떤 지역에서는 종교적 업무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또한 교회 내부의 적극적 역

량을 배양하지 않고 종교 내에 각종 부정적 
요소들이 자유롭게 침투하도록 허용함으로 
써 좋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모처의 기독교 집회소 책임자는, 처음에 이 
러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여전히 삼자애국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극좌적 관념을 
가진 한 간부가 훼방을 놓으면서 그들을 미 
신활동에 익숙한 사람들로 판단，무관심과

기독교 A |g § g  성경외 교운울 고 준수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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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대, 질시를 보내며 정치적 반동 세력으로 
몰아간 것이다.

우한시 교외 지역에서 근래 들어 기독교 
활동 인구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의 종교관리 부문과 종교애국단체들은 이 
부분의 업무를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종교 
정책을 관철하여，부정적 요소들을 미연에 
제거, 만연하지 않도록 했다. 8년 사이 우한 
시 교외 지역의 기독교는 호함파(呼喊派-중 
국의 이단종파의 하나)의 확장을 배척하였 
다. 이 결과 명백한 형사범죄가 줄어들고 기 
독교 사이에도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 
났다. 이것은 각급 정부 종교관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당의 종교정책을 관철한 결과이 
며，또한 애국 종교단체와 삼자애국의 길을 
견지하는 집회 처소의 책임자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이다. 사람이 큰 

병을 겪은 후에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아 
는 것과 같이, 몇 지역의 심각한 혼란 현상 
후에 우리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만일 우리들이 미연에 재해를 방 
지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악영향은 더욱 퍼 
져 지불해야 할 대가는 매우 컸을 것이다.

<宗敎- 南京大學宗敎硏究所> 15期에서 발췌. 
번역/ 정희정•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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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 안에서 세계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 면서 열매 
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중국선교도 역시 세계선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고,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이들 
중 과반수 가까운 헌신자들이 중국선교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 있어서 
중국선교는 세계선교 그 자체보다 더 막연 
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이것 
은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이 외국 선교사들 
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선교 정보와 전 
략의 부족，그리고 베이징(北京)을 포함한

지나친 지역적 편중 현상등이 그주요한 원 
인이라고 생각한다. 대상도 조선족, 도시 지 
역의 젊은 지식인，그리고 최근 들어 큰붐이 
일고 있는 소수민족 사역 등이 중국선교의 
거의 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 및 저개발 국가들의 
빠른 도시화 현상으로 말미 암아 도시 선교나 
지식인들을 향한 선교전략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 전체의 선교적 필요를 놓 

고 볼 때 농촌선교를 언급하지 않고 중국선 
교를 말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농 
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전체 12억 인구 
가운데 약 9억 정도가 농촌 호구(戶 口)로서 
농민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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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농촌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외국인이 쉽 

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당국의 개방 정도 
등 농촌선교에 여러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세계선교에 있어서 중국선교 
를 중요시하듯，중국선교에 있어서도 농촌 
선교를 가장 중요하고 큰 영역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중국 농촌의 여러 상황 
변화와 선교적 필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참 
여 가능한 선교 전략 등에 대해 논해 보겠다.

최근 증국 농촌의 변화와 그에 따론 필요
좀 더 자세한 중국 농촌의 현실과 문제는 필 
자가 쓴 〈중국은 지금>(죠이선교회, pp. 57 
~70)을 참고하여 이해를 돕는다는 전제하 
에 내용을 전개하겠다.

지금 중국의 농촌은 경제적, 사회적，도덕 
적(정신문화)으로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다. 
한국이 좁은 국토，적은 농촌 인구，그리고 
도시와의 격차가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차이와 문제점 

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체 인구의 80% 
정도가 농촌에 살고 있는 중국의 농촌 경제 
는 얼마나 큰 격차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지 상상해 볼 수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上海) 같은 곳은 세계적 
인 최첨단 도시를 향하여 달음질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광활한 농촌 지 역은 전혀 다 
른 세계 같은 느낌을 준다. 기차나 항공 노선 
이 연결 안 되어 며칠씩 장거리 버스를 타고 
밤낮 가야 도달하는 지 역, 아예 도로가 없어 
몇 시간 이상 걸어가야 수천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촌락에 도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도시 지역 주민의 연평균 수입이 1만 위 
엔(한화 백만 원 정도)을 상회하고 있는 반 
면, 수억에 가까운 농촌 주민의 연평균 수입 
은 400-500 위 엔(한화 4~5만 원 정도) 내 
외를 밑돈다.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변화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동안 농촌은 여전히 미 
개발과 저성장의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기* M  항공 언이 언걸 OJ 되어 며합1와 «1스|

■ra 가야 지역，아헤 없어 집

a i - j  이성 걸어가야 수전 이상이 ^ 3  잇는 s 학에

e 퍅®1는 "3 우가 며다하다.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경제 및 개발 자원의 변화는 크 

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지만，사회기풍, 정신 
문화, 정보 면에서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 
정적이든지 간에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40〜50년 전의 공산주의 혁명은 농민들에 
게 신바람나고 그야말로 농민이 주인되는 
기발한 운동이며 정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많은 운동과 혁명의 소용돌이 가운 
데서 빈곤의 어려운 짐들도 공산주의 실현 
의 이상을 품고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산화 이후 몇십 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빈곤과 특히 ’80년대 이후에 일어난 개혁개 
방의 거센 바람은 사회주의의 정신적 기반 
을 크게 동요시켰다.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 

가 점차 벌어졌고，중국의 농촌은 정신적, 물 
질적 충격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기가 들어가는 농촌 부락에서는，최소 
한 몇 가구라도 흑백 T V  정도는 소유하게 
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부정적 
이든 긍정적이든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농촌의 많은 젊은이들이 연안 개방 
도시로 나가 일하는 등 왕래가 잦아짐에 따 
라 새로운 정보와 교류도 점차 증가하고 있 
다. 중국의 깊은내륙지역에 가보면，계절에 
상관없이 버스에 타고 있는 상당수의 승객 
들이 외지에 돈 벌러 가거나 갔다가 돌아오 
는 농촌 출신의 청년(개중에는 15세 안팎의 
청소년과 50대 가까운 농민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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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광저우 역 앞. 무작정 고향을 떠나 온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 
아래: 돈 벌기 위해 도시의 공장에 취업한 농촌 출신 여공들.

들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물질문화의 충격으로 인한 배금 

주의 팽배 현상이 농촌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농촌 처녀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시에 
나가 윤락업에 종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오히려 농촌 지 
역에 강도 등각종 강력 범죄가 엄청나게 늘 
어나고 있다. 내륙 지역에서 장거리 버스나 
기차를 탈 경우, 도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가난한 지역을 통과할 때는 특별히 주의하 
지 않으면 다 털리고 만다. 필자도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

또다른 정신 문화의 충격과 변화의 현상 
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각종 미신숭배의 만 
연이다. 미신은 심각한 정신적, 영적 피폐 상 
황으로 치닫게 하며 사회 문제화되기도 한 

다. 특히 우상숭배는 배금주의와 관계가 있 
다. 만사형통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맹목

적으로 각종 우상을 섬기거나 보살들을 찾 
아가서 빈다. 이런 현상은 도시, 농촌 구별 
없이 지금 중국 전역에 빠르게 번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매일 새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2~3만 명 된 
다고 한다. 그렇지만 역시 중국에서 매일 새 
로 우상숭배를 시작하거나 각종 그릇된 종 
교에 몰입하는 숫자는 50만 명 이상 되리라 
고 본다.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중국인들이 
빨리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신적, 영적 공백 상태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현상들이 신속히 바 
뀌고 있다.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고 
많은 교회와 전도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대만이나 홍콩의 기독교 인구가 불과 2~3 
%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이미 깊은 타락과 
오염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수억의 중국 농 
민들이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 중국의 미전도 그룹이나 미 전도 
종족하면 무조건 55개 소수민족만 생각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만 지나치게 강 
조하는 현상이 최근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사실 이 
슬람을 신봉하는 소수 종족을 제외한 나머 
지 종족의 전체 평균 복음화율은 오히 려 한 
족 복음화율 보다 높은 편이다.

지금 중국의 내륙 농촌 중 수십만 명의 인 
구가 사는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혀 들어가 
지 않은 곳은 수도 없이 많다. 현재 중국에는 
2천여 개의 현(縣:한국의 2〜3개 군을 합한 
것과 같은 규모)이 있는데, 이들 현의 규모는 
가장 작은 현의 인구가 적게는 20만에서 많 
게는 150만 정도이다. 이런 현 소재지조차 
한 개의 교회도 없는 지역이 부지기수이다.

후난(湖南), 후베이(湖北)성을 포함한 서 
남지역 대부분의 성들 중 한 현에 교회가 한 
곳노 없는 지역이 전체의 30~40% 이상 되 
고 있다. 상당 수의 농촌 교회는 가정교회 와 
삼자교회의 구분이 적고, 특히 대체적으로 
삼자교회 활동이 있는 곳에 가정교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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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활동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수십 
만의 사람들이 사는데도 복음이 전혀 들어 
가지 않은 미전도 지역은 수백 곳 이상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필자는 중남지역 내륙의 한 
성에 위치한, 교회도 전혀 없고 그리스도인 
도 전무한 인구 40만의 도시(농촌까지 포함 
되는 중소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지역과 연결된 
한 현의 소재지에 갔었는데, 그 현의 인구 
역시 40만 이상이었지만 교회나 그리스도인 
이 전혀 없는 지 역으로 확인되 었다. 즉 크게 
보면 인구 80만 이상이 사는 이 지역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방 
대한 농촌의 미전도 지역에 대한 선교적 대 
책이 마련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개중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지 
역에 따라서는 한 마을 전체의 복음화을이 
70~80% 이상 되는 곳도 적지 않게 있다. 
농촌 지 역 복음화 현상의 특징은, 복음이 들 
어가 어느 정도 성숙한 분위기가 되면 부락 
별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러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침투했거나 자체적으로 
발생한 이단의 공격을 받아 교회가 통채로 
이단으로 전락되기 쉽다. 그렇게 될 때 사회 
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 당국의 
단속과 통제를 받게 되며，결국 건전한 복음 
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유실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상과 같은 현상들이 최근 중국 
농촌의 변화와 선교적 필요들이다.

실제적인 증국 농촌선교를 위한 제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농촌의 선교적 
필요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긴박 
하고 절실한 상황이 다. 앞으로의 주요 과제 
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중국 농촌선교에 접 
근하고 기여할 수 있을까에 달려 있다.

최근 외국인들에 의한 중국선교는 주로 
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도시사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30개 내외의 대표적인 도시에

최근 외국인돌에 a m  증극언3 는 주*  s 시에 ^ §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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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래까지 
중국 총 도시 600여 개 중 100개 남짓한 연안 
지역의 도시들과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 
분 농촌 지역에 속하는 도시들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이 100개의 대도시들을 
제외한 지역에 들어가 정착하기란 쉽지 않 

지만，최근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능 
성들이 열리고 있다.

본격적인 농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에 들어가 정착하지 않으면 안 된 
다. 도시에서 학생이나 젊은 지식인들을 훈 
련시켜 보낸다고 하지만，농촌 출신 학생들 
도 대학을 졸업하면 도시에 머무르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중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도 
시 사람이 농촌 외진 곳에 가면 금방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도 활동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다.

이런 점에 감안하여 필자는 농촌선교의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세 가지의 직, 간접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연안 도시의 수천 개 이상되는 각종 
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즉 내륙 
농촌 출신 청년들을 향한 선교이다. 광둥(廣 
東) 한 성만 해도 다른 성에서 온 노동자들이 
1천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경우 여러 방법 
들이 있겠지만，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그들 
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그 
들 자체가 선교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이주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복지 환경을 

조성한 이후，진실로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 
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태도로 일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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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
중국 농촌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은 실로 

크다. 만약 이들 중 일부가 복음올 받아들이 
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에 도 
달한다면, 자신들의 고향에서 복음의 기수 
가 될 수 있는 귀한 자원들이 다. 이들을 진실 
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들이 성공적으로 
많이 일어날 때 농촌선교는 구체적으로 열 
매를 맺으리라 확신한다(참조: <중국은 지 
금〉，죠이선교회, pp.89〜99, “ 민공(民工)의 
실태와 이해”).

둘째，직접 농촌에 들어가 참여하는 형태 
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중국의 농 
촌은 수많은 개발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도시와의 큰 격차로 인하여 대다수 농촌 지 
역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부 
투자와 지원도 한계가 있어 극히 미진한 상 
태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도 2년 전 부터 농 
촌 지역에 대한 외국 자본의 기술을 유치하 
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대하 
고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이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농촌 개발 사업을 선교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긴박한 선교적 필요에 부응하는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등 기독 
교 복음에 배타적인 제3세계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법으로 학교 및 병원 등의 
사역이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지역의 농민 
1년 총수입이 3〜4백 위 엔(한화 3~4만 원) 
정도되는 극도의 빈곤 상태인 것을 감안할 
때，농촌에 대한 관심과 부담을 갖고 그들을 
영육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중국 농촌 지역에는 개발이 가능한 임 
야, 흑은 전에 경작지였지만 황폐화되어 경 
작을 못하고 있는 토지가 엄 청나게 많다. 이 
런 지역에 주로 관개 공사를 통해 물을 끌어 
들이거나 지하수 개발만 한다면, 적게는 수 

십만 평 많게는 수백만 평 이상되는 임야나 
황폐화된 땅이 옥토로 바뀌어 각종 경제 
작물을 경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토지는

개발과 투자가 가능한 광활한 농촌에 들어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사람을 중국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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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3~4마오(毛) 즉 한화 30~40원이라 
는 싼 가격으로 장기 임대(40~50년)가 가능 
하고，20년 정도는 무료 임대하여 활용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개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현지 농민들(미 
전도 그룹)에게 경제적, 복음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국민 
학교 하나를 세우는 데 한화 3백 ~4백만 원 
이면 가능하고, 한화 2천만 원 정도면 10여 
만 명 이상되는 주민이 의지할 수 있는 훌륭 
한 규모의 병원이 설립될 수 있다.

이런 지역은 선교사가 성경책만 들고 들 
어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곳이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장기 적 인 선교 
정책이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수십만의 미전도 그룹이 최소 
한 5~6년 정도 지나면 40~50% 가까이 복 
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설령 많은 재정 투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 
지 기술 지원을 통해 농촌의 경 제 발전을 도 
울 수 있다. 그럴 때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마음도 얻을 수 있다.

셋째，보다 실제적인 제안으로 앞에서 언 
급했듯이 100개 내외의 대도시를 제외한 농 
촌 지역의 중소 도시，현급 소도시로 진출하 

는 방법이다.
3백〜4백 개 이상의 소도시에는 외국인이 

장기 거주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최근 
중국 당국의 전방위 개방 정책에 따라 언어 
훈련을 마친 다음，중소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인 
구 수십만이 살고 있는 현급(縣級)시에 단 
한 곳의 교회도 없는 지역이 적지 않다. 그러 
나 중국 삼자교회 측은 복음이 전혀 들어 가 
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 
할 여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중소도 
시 사역을 농촌선교로 간주하여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농촌개발과 발전에 도움을 줄 만 
한 기 술을 소지 한 자나 기타 사업 을 통해 현 
지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직업인 선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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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하지 않고，주님께서 배고픈 자들 
에게 빵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천 
국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주님의 방법을 채 
택해야 한다. 하늘 보좌를 떠나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빈곤과 질병에 시 
달리고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 
하신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오늘 우리는 수억 에 달하는 중국 미 전도 농 
촌 지역의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럴 
때 9억의 중국 농촌 인구 가운데 최소한 약 
4~5억 이상되는 미전도 농촌 지역 사람들 
에 게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 

이다. 이 런 도전과 필요에 헌신된 많은 사람 
들이 일어나고，직접적인 전도나 교회 개척 
만이 선교인 줄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교 

회가 이상의 논리들을 수용할 수 있기를 간 
절히 소원한다.

강성광/중국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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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 사역의 필요성
현재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과 중국사역 
을 준비하시는 대다수의 헌신자들은 대개 많 
은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고，또 도시에서의 사역을 바라고 있다. 이 
것은 비단 한국 사역자들만의 현상이 아닌， 
대부분의 서구 및 제3세계 선교사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문 
화생활의 잇점과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는 조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도 중 
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도시사역에 관심을 갖 
고 한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원주농업학교에 들어와 일하면서 중

국 농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중국 농촌사역의 방법에 대해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중국 농촌사역의 긴박성과， 
중국 농촌문제가 결코 중국 내에 국한된 문제 
가 아닌 한국과 아시아，그리고 전세계에 중 
대한 식량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사실이 
다.

이제 중국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은 도시로 

향했던 눈을 농촌지 역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농촌은 도 시와는  또 다  

른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은 곧 우리 
사역자들의 일거리인 것이다. 농촌문제를 하 
나 하나 해결해 나갈 때 농촌문제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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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 

고 이루어질 때 북한의 농촌문제와 식 량문제, 
그리고 사역의 길도 열릴 수 있으리라는 가능 
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농촌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한 원주 
농업학교에서는 60여 년간 국내에서 전개해 
온 특징있는 교육활동을 중국에서 펼쳐나가， 
당면한 중국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고, 이을러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중국에 농업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중국 농촌 현실과 문제점
현재 중국은 경제 개방정 책으로 인한 많은 문 
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다. 농촌지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농현상’이다. 비싼 가전제품을 사들이고 ̂
멋진 옷과 집으로 단장하고 홍청거리는 것을 
보고 들은 농촌 청년들이, 도시생활과 부의 
축적에 자극을 받고 무작정 보따리를 싸들고 
도시를 향해 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모여든 농촌 청년들이 
대략 1억 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농촌 청년들의 정처없는 도시유랑 
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은 중국 대도시의 기차 
역 광장이나 버스 터미널이다. 넓은 광장을 
가득 메우고 노숙하는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 
들이 바로 도시의 무지개를 찾아 정처없이 농 
촌을 떠 난 사람들인 것이 다. 그들을 기 다리는 
일터가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허기진 배를 움 
켜쥐고 거리를 배회하면서호 좀처럼 다시 농 
촌으로 돌아갈 생각을 않는다. 매일 농촌 들 
녘에서 별 소득없는 중노동 하기를 죽기 만큼 
이나 싫어하는 그들이기 때문이다. 농촌 청년 
들의 이농현상과 농촌 경작지의 타용도 전용 
으로 말미암아 매년 경지면적이 축소되고, 따 
라서 식량생산도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 
’95년 한 해동안 중국의 식량감산은 약 3% 
정도였다. ’

농촌문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 
문제이다. 중국에는 현재 2억 2천만 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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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 인구가 있다. 그중의 약 4분의 3이 여성 
이며，대부분 농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농 
촌지역에 거주하는 어 린이, 중 • 고등학생의 
경우, 여러 가지 구실로 거둬들이는 학습 비 
용이 없어 중도에 자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에서도 이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문맹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농촌과 도시 간의 개발 불균형으로 도농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농촌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94년의 통계로 보면 
1년 간 평균 농민소득은 한화 약 12만 원 정도 
이고, 도시민의 평균소득은 약 35만 원 정도 
여서 거의 3:1의 소득 불균형을 나타냈다. 이 
러한소득 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 농촌 문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 • 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은 급속 
히 신장하여 중국은 한국의 제2의 농산물 수 
입국이자 제4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잡았 
다. 양국간의 교역량 및 교역 비중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5년 3/4분기 
를 기준으로 본 대중(對中) 농산물 교역실적 
은，수출이 117백만 달러 (US$) 였고 수입이 
562백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 
의 최대 농산물 교역 상대국이 된 것은 중국 
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다른 나라보다 수출입 

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고，수입 농산물의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매년 대규 
모의 농산물 수입을 하고 있는데，특히 중국 
과의 교역으로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

我不要吃/W6 bu yao chi/ 워 부 야오 츠/ 나는 안 먹겠습니다.



다. 하지만 중국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나타나면서 한국에 막대한 영힘을 끼칠 것 
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식량 생산 감소로 
말미암아 매년 대외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95년도 중국의 대외 식 량 
수입량은 2천만 톤(t) 이상에 달했다. 중국 북 
경대학 내 식량문제연구소 연구 결과，2천년 
에 이르러서 중국은 적게는 4천7백만 톤에서 
많게는 7천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농촌문제 
와 식량부족 문제는 세계 식 량문제로 파급될 
것이며, 특히 한국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므로 중국 농촌 
을 살리고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전세계의 식량문 
제 극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주농업학교의 중국 농촌 사역
위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중국 농촌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중국 정부에서도 마땅 
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원 
주농업학교에서는 농촌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 경제 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중국인들을 향해 올 
바른 정신을 함양시키고,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중국의 한 도시 시정부와 합작으 
로 농업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원주농업학교가 중국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사역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른 삶 교육

경제 개방 정책으로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 
는 중국인들에게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향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요즘 
많은 중국인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고 뛰어들고, 힘들게 일하지 않고 소 
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중국인들의 허례허식도 대단하다. 
도시, 농촌，잘사는 사람，못사는 사람을 막론

농촌사역은 개방에 따라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범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고 혼례를 한 번 근사하게 치루기 위해 빚 
을 내서라도 엄청난 돈을 들여 잔치판을 벌인 
다. 가정과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의 
양도 엄청나서 “중국인 12억이 하루에 버리 
는 음식이면 전세계 인구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생길 정도이다. 따라서 중국 
에 세울 농업학교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 열심히 일하과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위 
해 희생하자”라는 이념과 목표를 갖고 그들 
의 정신과 의식을 바로 세우는 교육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신농법 교육

중국은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 
부분 아직도 전근대적인 방법의 농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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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편중된 농업을 하고 있다. 동북지역을 
예로 들면 옥수수 농작으로 대부분의 밭을 사 
용하고 있다. 원주농업학교는 중국 S시 정부 
로부터 신농법 전수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농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의 주 
요한 경제성 있는 신농법 교육을 할 계획 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업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러한 농업 
교육은 식량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을 위한 실제적인 봉사이며 사역이다.

농민 교육 사업

열악한 교육 상황에 처해 있는 농촌의 농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사 
업을 전개하는 것육 중국 정부로부터 환영받 
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하고 효과적 
인 간접 사역 방법의 하나이다. 문맹 농민들 
을 위한 중국어 학습반,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유치원 운영，학비문제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 컴퓨터, 음악교 
육 및 장학금 지원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 
획이다. 교육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농촌 잘살기 운동

원주농업학교 설립자께서 추진했던 ‘이상촌 
운동’, ‘복민 운동’이 범 국가적인 ‘새마을 운 
동’으로 이어져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계기가 
된 것처럼，중국에서도 중국 농촌의 현실에 
맞는 ‘농촌 잘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 
이다. 경제성 있는 양돈，목축, 밭작물，화훼， 
비닐하우스를 통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 
록 하여 도시와의 소득 및 문화적 격차를 줄 
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농현상이 줄어들 것이고, 
도시로 나가 방황하고 있는 농촌 청 년들을 자 
연스럽게 귀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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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 농촌이 활성화되고, 중국 내에서 긍 
정적인 평가를 얻어 중국 여러 농촌 지역으로 
사역이 전개된다면 북한에서의 농촌사역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피폐한 북한 농촌과 극 

심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서 농촌운 
동을 요청할 경우, 쉽게 북한을 드나들 수 있 
는 조선족들을 훈련시 켜 교관으로 파견，농촌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이다.

원주농업학교는 60여 년 간 한국에서 잘사 
는 한국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활동과 정신교 
육을 감당해 온 기관이다. 이제는 한국뿐 아 
니라 세계를 향해, 특히 영육간에 빈곤한 아 
시아의 수십 억 영혼들을 향해 눈을 돌리고 
‘다같이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을 위하여 이미 방 
글라데시와 필리핀에 농업학교를 세웠고，선 
교사들을 훈련시켜 파송하였다. 이제 중국에 
서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농촌 지역에 초점 
을 맞춰 장기적인 사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문제는 중국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 
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지금의 원 
주농업학교 중국사역 추진 시기는 매우 적절 
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원주농업학교의 중 
국 농촌사역이 잘 이루어져 중국사역과 농촌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마지 막으로 중국사역 에 한 뜻을 품은 많은 분 
들의 조언과 기도를 요청하는 바이다.

중국 농촌을 통한 북한사역의 가능성 ________________________
위에서 언급한 원주농업학교의 사역 계획대 송준/ 원주농업학교 훈련원 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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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그에 따른 
빠른 도시화 현상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 
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에서 농촌 인구가 차 
지하는 비율은 막대하다. 12억 의 인구 중 8 
억 이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런 현실에 비해 중국 농촌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은 거의 전무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 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씨 를 
뿌린다면 큰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 
이 바로 중국의 농촌 지역이요, 결코 포기해 
서는 안되는 황금어장이 바로 이곳이다.

사단법인 세계선린회(World Neighbours) 
의 활등은 우리에게 이 점을 웅변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 지구촌을 향한 선한 이웃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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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는 목표로 출발한 세계선린회는 현 
재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의 농촌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 
개하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 중국 연변(延邊) 지역에 
서 농촌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세계선린회 회 
장인 이수민 목사(전 YMCA연맹 사무총장 
역임)와의 일문일답이다.

세계선린회가 아직까지는 많이 앞려지지 않 
았는데 처움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YMCA에서 여러 일들을 경 
험하면서, 이웃과 이웃이 선한 이웃으로 상 
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살고 있 
는 모든 사람들이 떳덧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계를 이 
룩하는 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뜻 
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1992년 창립 
총회를 발족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가난한 제3세게 국가의 농촌을 지원하 
려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운 
영되고 있는지요?
세계선린회는 어떤 독지가나 큰 단체가 지 
원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희비를 모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원은 일방적으로 주는 식의 구호 
사업 이 아니라, 가진 것을 공동 투자하여 협 
력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재정의 대부 
분은 순환자금으로 계속 활용됩니다.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가난한 지역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 
생각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먼저 탐방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주 
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봅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그 지역에 관해 

연구하여 주민들의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중국 농촌을 향한 첫 사업으로 시작한 장항 
촌 개발에는 어려움도 많았을텐데，어떠한 
방식으로 선린 운동울 진행하였습니까?
중국 연변 지 역 같은 경우, 가장 가난한 지 역 
이 농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서 우선 연변 조선족자치주 화룡시 서성진 
장항촌을 첫 사업지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결 
하기 보다는 민간단체와 연결하려고 했으나, 
다른 곳과 달리 중국은 정책상 향(鄕) 정부 
나 진(鎭) 정부와 연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민간단체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쉽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진 정부와 당의 양해로 촌민 

위원회 산하 촌민들 중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로 조 직 된 〈촌선린회:)를 만들어

우히으1 지윈은 적으S  주는 낮각오1 3호사업이 아니러 

가^  "X울 공동 ¥자하여 집적 사입으3 하기 때문011 
지해외 =11부§온 순® 자급오S  게속 활용됩니다.

자치 적 인 활동을 시 작하였습니 다. 촌선린회 
가 촌위사업에 촌위조직의 일부로 참여하는 
동시에，촌선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촌위 
와 그 분과조직 모두가 선린회의 분과조직 
으로 움직이는 이신동체의 협력관계로 이루 
어졌습니다. 이 촌선린회를 통하여 촌민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촌 선린회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는 단지 돈을 빌려주어 촌민들 스스로 
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우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목축업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원금을 
촌선린회에 보내，촌선린회가 가난한 촌민 
들에 게 2년 기 한으로 소를 구입 할 돈을 빌 려 
주었습니다. 지금은 소가 172 마리나 되었다 
더군요. 이후에 벌인 양돈사업도 똑같은 방 
법으로 시작했습니다. 돼지나 소를 키워 새 
끼를 낳게 되면 새끼를 다시 꾸어주는 방식 
도 도입했죠. 촌선린회는 이러한 순환자금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밖에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량하는 사 
업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
이것 역시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 

이었습니다. 우리가 촌선린회 대표를 한국 
으로 초청해 한 달 동안 농촌 연수를 했을 
때, 그들이 한국 농촌에 초가집 이 없는 것을 
보고 중국의 농촌 마을 주택도 개량하자는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목재를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촌선린회가 무 
이자로 2년 간 융자하였습니 다. 처음에는 많 
은 어려움이 있어 몇 가정밖에 하지 못했지 
만, 마을 사람들이 바뀌 어진 빨간 벽돌집을

不要客m/Bu yao ke qi/ 부 야오 커 치/ 천만에 말씀입 니다.



보고 너도나도 몰려들어 금년 초에 스물 여 

섯 가정의 주택을 기와집으로 바꾸었고, 앞 

으로 80~90호가 개량될 예정입니다. 화장 

실도 수세식은 아니지만 깨끗한 위생 화장 

실로 바꾸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마을 주 

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오락회도 하 

고，유치원 시설까지 운영될 수 있는 문화시 

설인 마을회관도 작년 8월에 새로 지어 누구 

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 자금 

은 촌과 행정정부가 절반을, 그리고 세계선 

린회가 절반 부담하였습니다.

세계선린회는 중국의 촌선린회를 어떻게 관 
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은 그들 

이 직접하고 우리는 단지 도와줄 따름입니 

다. 가끔씩 그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 

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들이 보고서를 보

30  請進來/QTng jin I如 칭 진 라이/  어서 들어오세요.

내옵니다.

세계선린회가 이러한 농촌 개발 사업울 콩 
해 간접적으로 복움을 전할 수도 있율텐데 
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세계선린희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기독교로 국한시키 

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자연스 

럽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참여하 

여 농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항촌에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집들을 다 기와집으로 고치고 나니, 외관상 

허름한 교회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이 나와 자연스럽 게 교회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의 기독교인들도 단지 교 

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에 동참함으로써 촌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서로 융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건축하는 것도 우리

麵 翁 V驗 慮

세계선린회의 지붕 개량 사업 현장

^  “현지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돕습니다.” 
f  장항촌의 돼지 축사를 둘러 보는 선린회 관계자들



가 직접 돈을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鎭) 정부나 촌선린회를 통해서 교회에 전 
달하는 형식으로 했고 촌민들도 이러한 방 
식에 찬성하였습니다. 교역자들도 함께 일 
하면서 촌민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 
죠. 이러한 일들이 간접적인 선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변과 연길(延吉}에 연구협력단을 파 
견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장항촌에 이어 두 번째로 연길시의 
신광촌에 서 목축사업 과 양돈사업 등을 시 작 
했고 또다른 선린사업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년 간 진행해 온 농촌 
자립운동을 돌아보는 목적으로 연구협력단 
과 세계선린회 대표단을 구성하여 중국에 
파견,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현지 촌민 
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앞 
으로 세 번째 사업지로서 용정시의 농촌 개 
발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선린마을 
운동에 관한 훈련을 행할 예정인데, 곧 중국 
내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선린회는 중국 뿐 아니라 베트 
남, 방글라데시에서도 주민들의 필요에 따 
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 다. 아시 아의 다른 나 
라들과 아프리카 지역에도 사업을 확장해나 
갈 계획입니다.

세계선린회가 벌여 온 장항촌과 신광촌의 
농촌자립 운동은 중국 연변일보에 보도돼，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공동체 지원사역 
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아울러 
중국 전역에 이 사업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 
다. 연변일보는「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난 
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던 농촌 마을 장항 
촌은，세계선린회의 무상지원으로 눈에 띄 
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현재 장 
항촌에는 9백여 핵타르의 초원을 이용한 목

허지호1 기독:！̂]들도 코지 교호1에서 예배한  드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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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업이 가장 활발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양돈사업과 지붕개량 사업，농업 과 
학기술 보급과 문화활동도 생기를 띠고 있 
다는 구체적 상황을 보도했다.

세계선린회가 지향하는 중국 농촌 개발사 
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진정한 선교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다 
가가야 한다는 점，그리고 시혜자(施慧者)의 
입장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섬김 
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 진정 한 선교는 붕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수민 회장의 소신대로, 그들의 필요를 이 
해하며 한 발 한 발 다가설 때 중국의 농촌은 
영적, 육적으로 큰 변화를 이룰 것이다.

취재 •글/김은회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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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교， 

중국선교의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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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영

세계 복음화와 전세계 중국인 복음화를 목 
표로 5년마다 열리는 세계화인복음회의 
(Chinese Congress On World Evange- 
lization)가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홍콩 
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5희째인 이번 회의 
는 특히 내년도 중국으로의 귀속을 앞두고 있 
는 홍콩에서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 
겠다. 한국 화교 목회자로서 이 회의에 참가 
한 유전명 목사(여한중화한성교회 담임목사, 
중국복음선교회 대표)를 만나보았다.

바로 어젯밤에 홍콩에서 귀국하셨다고 들었 
습니다. 매우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 
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선

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 교회가 전세 
계 중국인들이 모이는 이 대회에 대해서는 의 
외로 잘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화인(華시 ’이 
란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중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입니다. 중국 
대륙 12억, 대만2,100만, 홍콩 600만을 제외하 

' 고도 5천만이 넘는 중국인들이 세계 구석구 
석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인이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중국인을 말합니 
다. 각자 국적은 다르지만 중국 혈통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말이지요

전세계 화교 크리스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세계 화교는 5천만 명을 상회하는데, 그 중 
에 크리스천은 2%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중국인들이 적은 이유는, 민족성과 전통의 습 
성이 복음을 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중국 
인들은 대륙이나 홍콩，대만에 있는 사람들보 
다 복음을 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나라 
의 왕성한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미국이 좋은 예입니다. 화인 기독교인들도 한 
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가면 우선 
교회부터 세우고 모입니다.

세계화인복음회의의 개최 배경과 이번 대회 

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계화인복음회의(CCOWE)는 1974년 7월 
로잔 세계복음대회에 참석한40여 명의 중국 
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중국인들도 이와 같은 세계대회로 모이자는 
결의를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1976년에 
홍콩에서 첫 대회를 개최하였고，같은 해 10 
월 「세계화인복음사역 연락중심 (CCCOWE)j

32  |你 身 雅 shentr hao ma?/ 니 션티 하오 마/ 어떻게 지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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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콩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로 5년마 
다 한번씩 세계화인복음회의가 열리고 있습 
니다.

이번 대회는 “ 역사의 주，세계의 빛” 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세계 47개 구역에서 1，800 
명의 중국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아침 에는 사경 회와 경 배와 기도，오후에 는 토 
론과 워크숍이 주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 
계 복음화와 화인 복음화를 위해 교회가 어떻 

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또한 가정과 환경문제， 
정치, 기독교와중국문화 둥 15가지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그룹토의 
와 일치한 주제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태호ᅵ가 이제 내년이면 중국으로 반환될 

홍콩에서 열렸다는 게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흥콩 반환을 대비하여 앞으로 

의 중국(대륙)선교 향방에 대한 언급이 있었 

는지 궁금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중국선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홍콩 반환에 따른 
정치, 외교적인 문제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국선교에 큰 관심을 갖 
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중국사 
역을 감당하고 있는 화인들은 약 20% 정도 
되는데, 대개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중국에서 
예수를 믿다가 나온 이들입니다. 이들이 중국 
복음화에 더욱 애착을 갖고 사역을 감당합니 

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에서 논의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었습니;1가?

"한국 교회가 화교들을 통해 중국선교를 할 때 월씬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인복음사역연락중심」사무실 이전 
에 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반환 이후에 다 
른 나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년 이후 어떤 
고난이 닥치 더 라도 그냥 홍콩에 남아 홍콩 교 
회에 힘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만약 사역을 전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그 때 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 
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만장일 
치로 그냥 홍콩에 남아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 
고,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홍콩 교회 지도자 
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가장큰 열매라면 이러한 결정 
이 내년도 반환을 앞두고 있는 홍콩 교회에 
큰 격려와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이 만장일치로 다음 제6회 세 
계화인복음회의도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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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에는 아시아를 비 
롯한전세계 화교들의 역할이 중대하리라 전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세계선 
교에 있어 화교들의 역할에 대해 목사님의 의 
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아시아와 미주，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에 화 

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국가에서 삶을 영위해왔습니 
다. 다양한ᅵ언어와 다양한 외래문화 속에서 
중국인들은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재와 재력 등으로 볼 
때 화인들이야말로 세계선교의 중추역할을 
감당할 재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한국인들도 이번 대희에 참가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중국선교 관심자들이 세 
계 화인들의 역할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 다. 특 

별히 중국선교에 있어 한국 교회가 화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국에서 중국선교를 할 때 화교 교회나 단체 
둥을 통하면 직접 적으로 하는 것 보다 오류를 
덜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 
인들이 이■러한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긍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을 보다 잘 이 
해할 수 있는 중국인들과 동역한다면 앞으로 
더 효과적 인 중국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세계화인복음대회를 개 
최할 기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인들은 한국 교회 
와 한국 목회자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둥지에서는 이미 가까운 관계 
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

계 화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 화교의 역할 
이 크다고 봅니다. 전세계 화인 기독교 지도 
자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의 중간 역할을 
한국 화교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화인복음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면 더 할 나위 없이 좋다고 봅니다만, 아시다시 
피 한국 화교 교회의 역량이 그만큼 되지 않 
습니 다. 그러 나 만약 한국 교회 가 봉사해 준다 
면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실현되리라 생각 
합니다. 올해 개최한 한인선교대회와 세계화 
인대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으 
리라 봅니다. 세계에서 민족끼리 모인 대회로 
는 CCOWE가 최초이고, 그 이후에 한인선교 
대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세계선교의 범위 내 
에서 14억 중국인을 향한 복음화는 세계선교 
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고, 한국 
교회가 이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화교 목회 자로서, 또한 중국 사역 자로서 한국 
교회와 세계 화인 교회 간에 교량 역할을 감 

당하실 목사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 
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에서 20년 동안 화교 목회를 해 
왔습니 다. 처 음에 는 화교를 위 한 사명 만을 가 
졌는데 점차 한국 사람들을 위해 중국선교의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게 됩니 
다. 이 사명이 화교 목회보다 더 일하는 범위 
가 넓고 할 일도 많습니다. 앞으로 중국복음 
선교회를 더욱 확장하여 보다 많은 중국선교 
사역을 할 것이며, 한국에 있는 선교자원들을 
개발하여 중국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일에 
힘쓸 전망입니다.

취재, 정리/  권수영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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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향해가는’ 교회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의 교회와 신도들

천주교 상하이(上海) 교구의 진루시엔(金魯 
賢) 주교는 최근 홍콩에서 발표한 연설문에 
서, “오늘날 중국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황금만능주의 이다. 황금 
만능주의는 이기주의，향락주의，분열주의 
를 가져왔다. 사람의 마음을 흩뜨리고 가정 
을 분열시키며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여 사 
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고 타락케 한다” 
고 지적하였다.

광둥(廣jl i)성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은 
전국적인 현상인 ‘돈을 향해 가는(向錢看:상 
치엔칸)’ 열기에 가장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다. 확실히 주강 삼각주에 속한 지역은 전국

중국 최초의 개방도시 광저우 시민들의 출근 행렬.

에서 가장 부유한 현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 
들은 경 제 적 으로 부유해 졌지 만 교회 적 인 상 
황은 어떠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지역 
교회 사역과 신도의 수는 중국이 공산화되 

기 이 전 수준에 이르기에는 아직 먼 것 같다.
타이산(台山)과 중산(中山〉의 교회 신도 수 
가 천 명을 넘는 것을 제외하고，한 현에 있는 
교회에 2 ,3백 명 정도의 신도가 있으면 비교 
적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가오밍 (高 
明)현 지역에는 단지 3명의 신도만 있는 교 
회도 있다.

특히 교회마다 청년들의 수가 왜 이리 적 
은가?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황금만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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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북쪽 농촌 지역 
신도들의 믿음은 그처럼 뜨겁고 절박한 데 
비해, 주강 삼각주 지역에 속한 교회에서는 
좀처럼 이런 감동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풍 
부한 물질로 사람들의 생활은 윤택해졌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 
는 부분은;더욱 많아졌다. 가라오케에 가서 
밤 늦게까지 놀다가 외박할 수는 있어도，교 
회 집회가 저녁 9시까지 계속되면 너무 늦다 
고 불평한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꿈과 이상 
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 오늘 교회 가 전하 
는 메시지가 과연 이 시대의 필요를 향하고 
있는가 반성해보아야 한다/

복음의 발전을 막는 또 하나의 원인은 신, 
구 전도인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1986년 기독교 제4차 전국회의에서 딩 
광쉰( r u n )  주교는 “ 만약 투쟁 시대에서 
양성된 구심리, 구습관, 구태도가 있다면 마 
땅히 제 거하여 교회화, 교목화 해야 하며 목 

회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한 
다”며 둥역자들을 권고한 적이 있다.

희의 전후에 교회 지도자들은 지휘권과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는 데 대한 절박성을 
의논하였다. 그들이 현재의 지위에서 5년, 
길게는 1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 
나 10년은 금방 지나갔고 현재 교회에서 주 
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늙어도 여전 
히 그 자리를 굳히고 앉아있다. 이들이 어찌 
투쟁시대에 양성된 구태의연한 심리, 습관, 
태도를 10년 안에 완전히 바꿀 수 있겠는가? 
자연 도태되는 경우 외에 누가 그들에게 자 
리를 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이 든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중국 특색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이 
러한 것은 전국적으로 모두 나타나는 특색 
이며 광둥(廣iU)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에 장먼(江門) 지역에서 7명의 청년 
사역자들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들은 실 
제로 주강 삼각주 지 역 교회 에 강한 영향력 
을 끼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 
운 것은 누구에 게 목사안수를할것인가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설교에 귀기울이는 중국교회 신도들.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에 대해 교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적 원인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또는 교회의 필요에 인해 안수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만약 교회의 운영이 
잘 돌아가려면 반드시 교회의 입장에서 모 
든 일을 고려해야 하고，또 자리를 젊은이들 
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이 단 
련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 
다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나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까?

현재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교 
회에 돌아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 많 
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물론 그 중에 
마음이 교만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 
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더 러 있는 것이 사실 
이 다. 하지 만 더 많은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 
고 헌신하며 전도한다. 그런데 교회는 몇 개 
의 파로 나뉘어 있어서 이런 젊은 사역자들 
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누구와 함께 사역해 
야 좋을지 모르게 된다.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은 신학교에 가서 도움을 청하 
지만, 그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몇 마디 
위로의 말 뿐,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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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가 신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외에, 지방 교회에서 일 처리하는 방침 
과 방법에도 영향을 끼칠 역량은 없는가?

중국 교회는 규칙과 제도가 있는 교회이 
다. 그러나 누가 감독하고 일을 집행할 것인 
가? 현재 각 현마다 목사도 많지 않을 뿐더 
러, 현마다 한 명 혹은 두 명의 목사가 있는 
교회는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한다. 목사가 
적기 때문에 점차 그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변해가고 있다. 목사가 되면 삼자애국위원 
회나 양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질 뿐만 아니라, 성도의 존경과 섬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보고 싶어 안달 
인 사람도 적 지 않다. 그러나 이쯤되면 권력 
투쟁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며 떠벌 
리는 풍조가 틈을 타서 교회로 들어온다. 언 
제쯤 중국 교회가 진정한 정교(政敎) 분리를 
할 수 있고, 교회의 고유한 방식으로 교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신학교에서 교회 운영과 방침에 대해 영향을 끼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삼자 신학교의 학생들.

적은 신도수
또 다하 측면으로 볼 때 주강 삼각주 지역의 
기독교 신도수는 비교적 적다. 아마도 이런

현상이 중국 교회 미래의 모습이라 할 수 있 
지 않을까? 오늘날 중국, 특히 농촌 교회에 
서는 병 고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주강 삼각주 일대의 교회에 신 

도수가 많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곳에서 하 
나님의 기적을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닌 
가 한다.

이 외에도 국가의 개방 정책에 따라 국내 
교회와 외부와의 교류활동이 점차 빈번해지 

고 있다. 주강 삼각주 일대 교회와 홍콩, 마카 
오 두 지역 간의 교류의 통로도 매우 광범위 

해졌다. 이러한 교류가 진심에서 나왔든 거 
짓에서 나왔든，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이러한 교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사실 광둥 
성의 교회도 점점 해외 형제 자매들의 호의 
를 받아들이고 있다. 공개 적 혹은 반공개적 
인 통로로 외부에서 주는 돈과 물질을 받는 
것이 소위 ‘교류’의 의미가 되어 버렸다.

사상과 이념의 교류는 여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단계이다. 사실 홍콩，마카오 

의 신도들이 광둥 지역 기층 교회를 위해 인 
재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 
서 숨기는 방식으로만 은밀히 진행된다면 
이는 여 전히 불법 적 종교활동이 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홍콩，마카오로부터 양육하러 
오는 사람 중에서 전문적인 인재가 올 가능 
성은 매우 낮고，훈련교재도 비교적 낙후한 
것을 쓰게 되므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외부와의 왕래를 단절한다는「삼자」원 
칙은 이미 그 허 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 때문이다. 어떻게 삼 
자를 인식하고 이해해야 교회에 이익을 가 
져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광둥성 지역과 관 
계 당국이 재평가하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 
는 문제이다.

번역/ 감은희■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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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설의 주제는 ‘자주독립 교회운영’이 
다. 이 연설을 하는 이유는 첫째，우리 중국의 
삼자애국운동이 몇십 년 간 견지해온 ‘자주 
독립 교회운영’이 현재 위협받고 있기 때문 
이다. 둘째는 우리가 현재까지 교회운영을 
말하면서 대다수 말만 많았을 뿐 아직 실천 
한 적이 드물기 때문이다.

자주독립에 관해
최근 나는 3주간의 미국 방문 중 두 개의 회 
의에 참가했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이들은 
모두 해방(1949년 중국 공산화를 말함-역자 
주) 전 흑은 해방 초 중국에서 선교하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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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두 회의 중 하나는 장로교단에서, 다 
른 하나는 감리교단에서 주최했으며, 회의 
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15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90세, 80세 이상 연로한 이들도 있 
었고 대부분은 70대였다. 그들의 자녀들도 
이 회의에 참가했다.

우리는 해외 기독교회들이 중국에 대해 
두 종류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다. 하나는 반중국적인 태도이고，다른 하나 
는 우호적인 태도이다. 이들은 대체로 후자 
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어를 잊지 않았으며 항상 중국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했다. 중국을 방문한 
적도 있고, 중국에 대해 뜨거운 열정올 갖고 
있는 이들은 이 회의에 참가하는 기회를 갖 
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나는 이 모임에서 
그들이 떠난 4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중국의 
변화, 기독교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 
며 그들은 열심히 경청하였다.

그들이 가장 탄복한 것은 중국 교회의 ‘자 
주독립 교회운영’ 방침이었다. 왜냐하면 해 
방 초, 선교사가 철수하면 즉시 중국 교회는 
끝난다고 여겼는데, 뜻밖에도 선교사 없는 
중국 교회가 오히려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 
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과거 중국에서 선교



상주(常州)시 종교국 관리가 한 교회에 와서 을바른 종교생활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

사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삼자(三自:自 
治, 自養, 自傳)에 반대한다고는 생각지 말 
라. 과거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에서 파송했 
던 이 중국 선교사들은 삼자를 반대하지 않 
을 뿐 아니 라, 지금은 모두 삼자를 찬성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의 우리 동역자 중에 
는 자주독립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유물이 
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자주독립을 중국 교회의 슬로건, 장식품으 
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더욱이 필요 
한 일이다. 그러나 더이상 자주독립을 견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이번에 참석한 회의에서 만난 한 미국인 
이 매우 민망해 하며，“ 이제 중국에서 삼자정 
책이 사라진 것입니까?”라고 나에게 물었다. 
이 런 질문을 한 이유는 그가 중국 교회 의 한 
사역자로부터 헌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 
기 때문이다. 그가 복사해 가져온 이 편지에 
는 중국이 얼마나 가난한지，목사가 얼마나 
가난한지, 예배당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대 
해 쓰여 있었다. 그러면서 해외의 신도들과 
단체에게 헌금하라는 것이었다. 또 신장(新

疆)의 어느 지역에 큰 눈이 내려 예배당이 
무너졌고 한 신학생이 죽음을 당했다고 쓰 
여 있었다(나는 이 신학생이 진링(金陵)신학 

원 졸업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 중국 교회에 대해 다른 이야기할 것 

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나쁜 일만을 해외의 
신도들에게 말하려 하는가? 아주 낡은 예배 
당도 있지만 저장(浙江)성에 전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세웠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 
는가? 중국의 목사들이 가난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매월 600 〜700위 
엔의 적지 않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 
다. 그러 면서 왜 중국의 목사와 사역 자들이 
가난하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가? 또 
한 그들은 다른 사람에 게 손을 내밀어 돈을 
요구하기 위해 삼자를 규탄하기도 한다.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부끄러 
웠다. 우리의 삼자는 이미 삼자의 의미를 잃 

어 버렸다. 우리가 운운한 자양( 自養)은 다 
른 사람을 기만한 것이 되어버렸다. 해외의 
신도들에게 손을 내밀어 돈을 구걸하는 것 
은 마치 거지가 밥을 구걸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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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 동안 삼자애국운동을 거쳐온 
우리 중국 교회가 이제 와서 어떻게 다른 이 

에게 손을 내밀어 돈을 구걸하게까지 되었 
는^f?

문제는 이 편지 한 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다. 동북신학원 건물 세우는 문제를 한 예 
로 들겠다. 한국 교회 의 일부 인사들은 자기 
들이 돈이 많다는 것을 빙자해서 다음과 같 
이 요구하였다. “우리들이 이 건물을 세우는 
데 돕고자 50만 달러를 희사하겠다. 단 조건 
이 있는데, 이 신학원의 명예 이사장을 우리 
한국인이 맡겠다. 그리고 신학원의 교학방 
침과 과정 모두를 쌍방의 협의하에 정하고 
신입생 모집방법도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 삼자신학원의 신입생 모집방법 
에 의하면 웅시생은 반드시 각지 교회의 추 
천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 방법 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그 한국인은 이 방법 
을 찬성하지 않았고, 신학원 지원자들이 스 
스로 자유롭게 응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 

구했다. 또한 일단 50만 달러를 받으면 다른 
해외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들이 감히 이런 요구를 내세우는 

것은 우리 중국이 자주독립 국가이며 중국 
교회가 삼자를 견지한다는 것을 모르는 데 
서나온 생각이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과 
거 식민주의 사상과 똑같은 것이다. 동북신 
학원의 책임자는 당당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나는 더 이상의 예는 말하지 않 
겠다. 요컨대 현재 중국 교회의 자주독립은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이미 일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말하길, 지금은 사 
회주의 시장경제 시대이며 돈을 지향하는 
시대이니 교회 역시 돈을 벌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를 말 
하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아무 일이나 다 할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이지만 원칙을 버 
릴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원칙을 버린다면

40 好吃嗎?/Hao chi ma?/ 하오 츠 마/ 맛있습니까?

많은 신도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해외 인사 
들 역시 실망하여 더이상 중국 교회를 존경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중 어떤 동역자는 돈을 얻는 것이 가 
장 급한 일이며，이런 일들을 추진할 때 전국 
양회 (兩會: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 독 
교협회)에 알릴 필요도 없고 양회가 알 필요 
도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양회를 속였어도 
오히려 외국인이 우리에게 사실을 제공해주 
곤 했다. 왜 전국 양회를 속이려 하는가? 전 
국 양회의 목적은 업무를 잘하려는 것이다. 
전국 양회의 해외 기독교에 대한 연구 자료 

는 대부분의 목사와 사역자들이 연구한 것 
보다 휠씬 많고 가치있다. 전국 양회는 또한 
많은 외국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중국 
기독교회가 해외 기독교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국 양회는 그 나름 
대로의 장점을 갖고 중국 교회를 돕고 있는 
데, 왜 속이려 드는가?

그들은 전국 양회의 말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더욱이 성 양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지해주는 간 
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간부 
들이 괜찮은 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제 
국주의가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을 침략한 
역사를 연구해 본 적도 없고，삼자애국운동 
을 연구해 본 적도 없는 비교적 젊은 간부들 
도 몇몇 있다. 이들은 시대 흐름의 영향을 
받아 돈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 
도 낫다고 여긴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랜 동안 삼자교육을 
받아온 나이 많은 우리들은 사회주의와 애 

국주의의 자각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도 갖 
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책엄을 전가시킬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책임을 간부에게만 추궁 
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을 그들과 의논하여 
충분히 반영할 책임이 있다. 전국 양회 스스 
로도 별도의 관습을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야 한다. 어쨌든 동역자들이 해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 돈 
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교



류를 함에 있어 어떤 특수한 문제나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전국 양회에 알려 잘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해로운 일이 
아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자주독립에 대한 
문제를 잘 의논하기를 바란다. 과연 우리는 
자주독립을 바라는가? 바란다면 우리는 어 
떻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각자 잘 생각해 
보라.

교회운영에 관해
교회를 잘 운영하는 방법은 매우 많다. 교회 
음악 활동, 여전도회 활동, 청년 활동 등은 
모두 교회운영 의 좋은 내용이다. 그러나 나 
는 이번 회의에서 특별히 기층교회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토론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현재 매우 두드러진 문제이기 때문 
이다.

기충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가? 기층교회 를 잘 운영 하는 곳은 그다지 많 
지 않다. 우리 전국 양회는 매일 각지역으로 
부터 많은 편지를 받는다. 장부도 공개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여행 
을 가거나, 신도들에 게는 발언권도 주지 않 
는 등 독단적인 횡포를 부리는 목사에 대해 
많은 신도들이 호소해 온다. 이런 편지를 받 
을 때마다 현재 적지 않은 교회들의 운영이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왜 이렇 
게 엉망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들이 몇 
십 년 간 이 문제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늘날 몇몇 예배당이 낙후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신도들이 본 교회 집회에 참석하 
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른 처소에 가서 집회 
를 연다. 이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단결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 
래서 기층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은 곧 각 계 
층의 단결을 돈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 
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는 비 
교적 조직적이다. 불교와는 다르다. 불교는 

절을 하나 세우면 신도 스스로 절에 가서 향 
을 피우고 불상에 절을 하면 그만이지만, 기

독교와 천주교는 매우 조직적이다. 교회에 

는 당무회(堂務會)와 조직원이 있다. 우리가 
기층교회를 잘 운영하려면 반드시 기층 조 
직의 작용이 올바르게 발휘되며 의견을 교 
환하고 서로 상의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협의란 단순히 의견을 구하거나‘내’가 "너’ 
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협의는 진지하게 
모두와 상담하는 것이며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연구하는 것이다. 카톨릭이든 개신교 
이든 감리교이든 상관없이 교회의 전통은 
협의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내가 성공회 
주교이지만，성공회 내에서 주교의 권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주교가 말한다고 해서 모 
든 사람들이 무조건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회의 한 교회에서 목사를 
청하려면 주교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 
라，주교는 당무회와 의논하여 협상해야 한 
다. 상부에서 파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 
다.

주교제로 운영되는 교회도 이러할진대 삼 
자교회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해야 할 것이 
다. 오늘날의 교회는 협의해서 일을 처리해 
야 하며 협의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층교회의 내부도 협의를 통해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전국과 성, 성과 시, 시와 
현, 현과 기층 교회 역시 협의하여 일을 처 
리할 때 신도들도 보다 즐겁게 참여하고 
스스로 소속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교회 
의 목사가 정말 형편없으니 제발 양회에서 
사람을 파견해 목사를 해직해달라는 편지를 
자주 받는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 
을 해직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또한 문제 
가 있어도 규칙과 제도에 따라 협의해서 해 

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최근 < 진링신학지(金陵神學誌> 에 신학 

생들이 “민주와 교회관리” 라는 주제로 몇 편 
의.글을 썼다. 이 글들의 주제는 교회가 어떻 
게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것이며，필자들은 모두 진링협화신학원 2 ,3 
학년 학생들이다. 그들은 매년 여름, 겨울 방 
학에 자신들의 모교회로 돌아가서 많은 것

i挺好!1g/TTng hao chi/ 팅 하오 츠/ 매무 맛있습니다.1 4 7



예배당 마당 흑판에 쓰여진 교희소식, 연합집회 소식, 말씀들을 신도들이 열심히 메모하고 있다.

을 관찰하는 가운데 교회의 상황을 명확히 
알게 된다. 나는 그들이 쓴 글을 복사해서 
여 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연구하게 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1세기 기독교 
회는 민주협의를 통해 곤란을 해결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가롯유다가 예수를 팔고 
죽은 후 열두 번째 제자를 세울 때에도, 투표 
를 거쳐 두 명을 뽑은 후 다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사도로 결정하였다. 비록 이런 방 
법이 비교적 낙후된 것이긴 하지만 민주선 
거로서는 좋은 것이다. 초대교회가 작은 혼 
란을 겪은 후 교회의 사무를 관리하는7명의 
집사를 추대해야 했을 때도 역시 민주적인 
추천을 통해 결정하였다. 나중에 유대인에 
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한 가지 문제가 
사도들 앞에 놓인 적이 있다. 유대인 신도가 
예수를 믿었을 때 유대교의 율법을 받아들 
여야 하는가? 이 문제로 인해 그들은 예루살 
렘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열심히 의논하여 
의견을 일치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을 통해 초대교회는 매우 민주적인 협의하 
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신학생들이 
쓴 6,7편의 글은 이러한 범위 안에서 쓰여졌

i M U 흉

1
■

예배당 입구에 걸려있는 헌금함. 삼자교회는 오랫동안 정부 간섭 속에 헌금을 
자유롭게 지출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이에 대해 항의한 결과 헌금 ■간섭이 
줄어들고 있다.

으며,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토론한 

것은 ‘자주독립과 교회운영’이다. 나는 이것 
의 원활한 시행이 오늘날 우리 중국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의 핵심을 잡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번역/ 임수연■자원봉사자

42  | 謝謝你/Xi6 xie ni/ 세세니/ 감사합니다. |



묵 오1 Af l

주님 계시니 근심은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회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에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회도 있게 하리라” 
(요  14 :1-3 )

예수님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다.

집은 숙소이며 안식처이다. 거기에서 우리가머물수 있다. 그곳에는 희망이 있다. 믿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집과 머물 곳이 없으므로 근심한다. 
힘들게 일하고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생은 목적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다. 방황하며 떼■아다니지만 바라볼 곳도，되돌아 갈 곳도 
없다. 하지만 우리들은 저 천국에 아름다운 고향 집이 있으니 근심할 필요가 없다.

둘째，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훗날에도 주님과 함께 거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매우 행복하다. 여기에 가정의 중심된 참 뜻이 있는 것이다. 만약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혹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겐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 또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게다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집을 갖고 계시니 이 얼마나 
큰 희망과 죽복인가!

셋째，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갈 곳을 알기 때문이다. 인생은 
맹목적으로 살며 근심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넷째,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길을 가든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길이 있다. 그러므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

주님! 당신에게 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집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 외에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 39:7).

이 글은 홍콩 ( M (中國福音會)에서 출판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묵 상 집 「晨光」중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번역 / 이민선•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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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로 일구이낸 교회

메이 쩡즈(梅增知)

동북 지방 어느 시(市)에서 만난 
한 자매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교회 
신도수가 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 
였다고 한다. 이 자매는 기억을 
더듬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2년 전 남부 지방의 한 도시에 
서 온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우 
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 교회의 동역자 
로 일하고 있단다). 그 결과 천여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 
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공안당국의 주의를 끌게 
되었죠. 어느 날 집회 중에 공안 
이 급습하여 남부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포위하였고, 그 중 6명 
이 체포되어 구치소에 갇히게 되 
었습니다. 또다른 두 명의 자매 
는 그 후 우리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두 형제는 다른 지방 
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나는, “잡혀간 6명의 형제，자 
매는 어떻게 되었나요?”라고 물 
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마침 그 때가 엄동설한인 섣 

달이었는데, 공안은 강제로 그들 
의 옷을 벗기고 속옷 하의만을 
남긴 채 공중에 매달았답니다.

44

그리고는 다른 죄수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그들을 때리도록 하였 
지요. 너무나 심하게 얻어맞아 
얼굴이 다 붓고 온몸은 피투성이 

가되었습니다. 그 중  한 형제는 
견디다 못해 자신이 우두머리라 
고 시 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절할 때까지 계속 얻어맞아 각 
혈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큰 고 

통을 당했습니다.
3일 밤낮으로 이 여섯 명의 형 

제, 자매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 
었고, 결국 공안은 그들을 원래 
살던 도시로 추방키로 하였습니 
다. 그들을 고향에 보냈을 때 이 
들을 데리러 나왔던 그 지역 공 
안은 그들이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에 놓인 것을 보고는 도저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공안은 다시 그들을 우 
리 마을로 데리고와 감옥에 며 

칠 가둬놓은 다음에야 석방시 
켰습니다.”

비록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교 
회는 이 사건 이후 오히려 더 뜨 
겁게 부흥하고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타지 에서 온 전도자들이 이 교회 
를 위해，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을 깊이 깨

닫게 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

그 여섯 명의 형제, 자매들은 
석방된 후에도 계속 남아서 교회 
를 위해 봉사하였다고 한다. 그 
중 한 형제는 당시 심한 매를 맞 
고 큰 상처를 입어 늘 아픈 가슴 
을 어루만지곤 한다. 의사에 따 
르면 상처가 폐에까지 영향을 주 
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고 
초를 겪은 또다른 형제를 만나 
보았는데 그는 머리를 세게 얻어 
맞아 바구니처럼 부어 있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상처 
가 재발하여 0ᅵ무 일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할 만큼 이들 
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주를 위해 고통 
을 받았기에 조금도 후회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정도 쉬고 난 후에 다시 일 
어나 계속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 
회를 섬기겠다고 했다.

또다시 그 자매는 내게 말해주 

었다.
“그 당시 이 형제，자매들은 체 

포된 후 뿔뿔이 흩어져 여섯 곳 

의 독방에 갇힌 채, 다른 죄수들 
에 의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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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맞았습니다. 죄수들은 자기들 
이 심하게 때릴수록 공안이 좋아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 
이 사경을 헤멜 정도로 지독하게 
때렸습니다. 한 형제는 다른 한 
형제가 맞을 때 지르는 참혹한 
비명을 분고 급히 그를 위해 중 
보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 
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때 자신도 힘을 얻었다고 합니 

다.”
그들 중 하나는 스무 살도 채 

안 된 나이 어린 형제로서, 집안 
의 외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나는 내 아들이 겪은 경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다 

시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다면 
나는 아들에게 또 한 번 참여하 
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당시 무사히 피해 도망갔던 한

형제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은 
다행히도 체포되지 않았는데, 주 
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신 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 
다. “저는 이번에 주님을위해 환 
란 당하는 영 광을 얻지 못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아직 주를 
위해 고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온 
갖 고난을 감수하는 형제, 자매 
들，그리고 피눈물로 일구어져 
크게 부흥된 교회를 보면서 나는 
마음 속으로 묵묵히 하나님께 찬 

양과 감사를 올릴 수 밖에 없었 

다.

梅增W  중국 사역자 
번역/정희정 •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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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요『진리』요 『생명』이 니
중국선교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조건과 사항들

왕쓰웨

쓰임받는 선교사는 누구인가?
선교사역자라면 누구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현지 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가면서 사역 

하길 원한다. 무익한 선교사, 선교현장에서 

겉도는 선교사, 현지 인과는 무관하게 또 그 

들의 삶과 사역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 

하고 현장 주위만 멤도는 주변 선교사가 되 

길 바라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국이라는 선교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 

는 선교사역자는 어떤 자이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 야 하는가? 차이가 심 한 지 역 적 특성 

과 언어의 상이성, 다양한 신앙의 유형과 교 

회 노선의 차이，그리고 늘 긴장된 정교(政 

敎)의 상관관계 속에서, 오늘날의 중국선교 

사역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현 

지인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는 

가?
중국사역을 할 때마다 나는 늘 이와 같은 

질문들을 내 자신에게 되물어가면서 사역해 

왔다. 중국 대륙 이곳 저곳에 있는 다양한 

신앙의 양태와 상이한 교회 노선을 걷는 성 

도, 현지사역자, 교회들은 우리 선교사역자 

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조건과 사항을 요구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조건과 사항’ 이 란 다름아닌「길』이

요 1■진리j  요 『생명』이다. 현지 성도와 사 

역자들은 한쪽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바로 우리들이 나타내보이는 •■길』과 「진 

리」그리고 「생명」을관찰 평가하면서,사 

역에의 협력과 관계교류에 대해 확대 또는 

축소를 결정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길』이란 선교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신 

앙의 노선과 교회의 노선을 말한다. 이는 신 

앙의 양태，신학적 특색 그리고 정부나 삼자 

교회, 가정교회에 대한 견해와 협력관계 둥 

을 통해 선교사역자가 어 떤 길을 걷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진리』란 진리인 

성경말씀에 대한 이해와 확신, 말씀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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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강해하는 능력 등을 종합해서 하는 말 
이다. 마지막으로『생명 J 이란 사역자의 인 
격, 영성과 삶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인격 
의 성숙과 영성의 풍부함,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고 있는지 등이다.

『길』
산둥(山東)성 남부의 어느 농촌에서 사역할 
때였다.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현지인의 안 
내를 받아 어느 깨끗한 집으로 들어갔다. 현 

지인 안내자와는 면식이 있고 잘 아는 사이 
였기에, 그의 소개를 통한 현지의 가정교회 
지도자와 사역을 위한 교제와 협의가 주요 
한 목적이 었다. 조 금  후 전형 적인 농촌 아낙 
의 모습을 지닌 가정교회 지도자가 들어와 
우리들을 한번 빙 둘러보곤 앉자마자 옆자 
리에 있는 우리 동역자 한 사람에게 “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소?”，“ 왜 예수가 태어나야 
만 했소?”라고 퉁명스럽게 물어왔다.

대답이 끝나자 우리 더러 기도를 해 보라 
는 주문이 들어왔다. 같이 왔던 사역자들은 
어안이 벙벙 했다. 나는 그녀가 신앙고백적 
인 기도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성서의 
중심 사상과 구원, 하나님의 사랑 둥을 골자 
로 하는 기도를 하였다. 기도가 끝나자 이 번 
에는 설교를 한 번 하라는 것이었다. 앞에 
있던 사역자가 기도를 한 후에 즉홍적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설교를 하는 중에도 잦은 
질문 때문에 설교가 중단되었고 질문에 답 
을 한 후에 계속 설교를 또 이어 나갔다.

솔직히 나는 좀 불쾌했으나 참아야만 했 
다. 설교가 끝나고 나니 약 한 시간 정도가 
흘렀다. 가정교회 지도자는 우리에게 오늘 
그곳에 머물러 줄 것을 요구했으며 며칠이 
나 집회를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 왔다. 그리 
고 그때서야 비로소 입가에 웃음을 띠우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동료 사역자들이 나에게 이해를 
못하겠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나는 가정 
교회 지도자가 자기 구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단들의 활동과 자기 성도들이 이단

사설에 미혹이 될까봐, 확실한 신뢰관계가 
이루어지 지 않은 이방인 이나 낯선 사람들에 
게는 늘 이런 ‘통과의례’를 치른다고 설명하 
였다. 분명히 동료 사역자들의 얼굴에는 중 
국사역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표정이 나 
타나고 있었다.

또 한번은 동역자가 산시(陕西)성의 어느 
도시에서 설교 가운데 성령세례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 가정교회에서 사역하던 외 
국에서 온 한 선교사역 자는 즉각 반응을 보 
이며 강한 제지를 하였다. 결국 설교 도중에 
큰 논쟁이 벌어 졌으며 심한 말도 오고 갔다. 
수세에 몰린 외국 사역자는 “ 이거 왜 이래? 
이들은 내 양이야!…”라고 말을 하고 난 후， 
동역자를 쫓아 냈다. 나중에 확인한 일이지 
만 그 선교사는 극단적인 오순절 계통의 사 
람으로,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충만 
한 현상을 강조하고 성령춤과 방언을 강압 
적으로 가르치던 사람이었다.

또 한번은 장쑤(江蘇)성 북부에서 그 지 역 
가정 교회 최고 지도자가 나에 게 삼자교회와 
삼자노선에 관한 질문을 해왔다. 나는 평소 
에 생각하던 바를 나누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최고 지도자는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분 
이 볼 때 내가 삼자측에 대해 온건하고 분명 
한 태도를 보이질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말의 어조를 높여가면서 “만약에 당신이 삼 
자에 대해 단호한 태도(그분은 ‘한 칼에 두쪽 
을 내다(ᅳ刀兩斷)’라는 말을 썼다)를 취하 
지 않으면 우리가 이후에 같이 사역을 할 수 
없다”며 입 장을 강하게 표명하였다. 그 가정 
교회 지도자와 그 계열의 교회들은 모두 삼 
자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들로 삼자 측 
에 대해 심한 비판을 하고 또 적대감정도 갖 
고 있었다. 최 근에도 삼자교회 측 사람의 고 
발로 집회처소가 공안당국에 의해 폐쇄되고 
사역자들이 심한 고초를 겪은 적이 있었다.

『진리』
중국 대륙에 있는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 

는 사역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라는

| 我 身 好 /WO shentr h6n hao/ 워 션티 혼 하오/  저는 잘 지냅니다. | 47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말씀을 듣기 위 

해 노인들이 2시간 심지어 4시간씩 걸어서 

집회처소에 오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말 

씀 사역을 마치면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더 

남아 달라는 부탁과 또 올 수 있느냐는 요구 

이다.
한번은 홍콩의 목회자들과 함께 허난(河 

南)성 북부 농촌에서 지도자 훈련을 하였다. 
홍콩의 목회자가 성서를 강해하였는데，표 

준어 인 북경어가 서틀렀으며 말소리도 매우 

조용하고 단조로웠다. 훈련을 받는 지도자 

들로부터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와 당혹스러 

웠다. 지도자 훈련이 끝나 우리가 다른 지역 

으로 떠나려고 할 때，현지 지도자가 나를 

방으로 불렀다. “다음에는 말씀의 능력 이 있 

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홍콩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은 아팠으나 

그의 말에는 수긍이 갔다. 보통 지도자 훈련 

을 개최하면 여러 지역에서 사역자들이 일 

손을 놓고 와서 갈급해하는 심정으로 말씀 

을 듣는데, 말씀 사역자가 그들의 심령을 채 

워주지 못할 때 실망과 더불어 주최 측에 강

한 항의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화동(華東)지역에서 단기사역을 마친 한 

사역자와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는 가방에 

서 깨와 땅콩을, 또 지갑에서 인민폐 3천 위 

엔(元)을 꺼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는 원래 말씀 사역에 은사가 있는 

자로서 전국적으로 환영받는 강사였다. 그 

터나 가난한 가정교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헌금받는 것을 극구 고사하였으나, 그 

들의 성의를 뿌리칠 수 없어 받고 돌아왔다 

고 했다. 곧 이어 그는 사역부에 보고하였고， 

그 헌금은 다시 다른 대륙의 교회에 헌금으 

로 전달되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지금도 그 깨와 땅콩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중국 교회는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역 

자를 원한다. 그 밖에도 전문 분야에 관한 

강의와 특강을 할 수 있는 사역자도 원한다. 
즉 ‘청소년 사역’’ ‘찬양지도’, ‘피아노 반주 

법’，‘어린이 사역’, ‘가정상담’, ‘결혼생활’, ‘목 

회상담’，‘교회행정학’，‘성경공부법’, ‘Q .T 훈 

련’ 등을 들 수 있다.

말씀에 갈급한 중국의 성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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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생명』
「길』로서의 신앙노선과, 『진리』로서의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 선포의 능력 
도 중요하지만，『생명』으로서 선교사역자 
의 인격, 영성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헌신된 삶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생명』으로 감동을 줄 수 없다 
면, 「생명_! 의 실천으로서 삶의 본보기가 
될수 없다면『길』과 『진리』도 모래 위에 
지은 건물에 불과하다.

『생명』의 실천에는, 중국이라는 불편한 
선교현장에서 그들에게 적응하고자 노력하 
고 간격을 좁히려고 하나되는 모습이 우선 
되어야 한다. 먼저 그들로부터 늘 특별한 대 
우(식사, 취침, 교통편)를 받는 손님이나 이 
방인이라고 느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려움들을 껴안고 섬기는 삶으로서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후난(湖南)성 중부로 내려갔다. 현지 인들 
이 우리가 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신경 
을 써서 접대해주었다. 우리는 한사코 현지 
인과 같은 음식과 잠자리를 요구하였다. 그 
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요 
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결 
국 식사는 그들과 똑같아졌다. 우리가 일주 
일 내내 밥과 단 하나의 반찬인 무볶음이나 
무짠지를 진짜로 맛있게 잘 먹자，그들은 그 
것만으로도 감동했다. 사역에 처음 따라온 
동역자가 그들 앞에서 “ 여 러분들이 제가 꿈 
에도 그리워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였던 분 
들입 니다” 라고 할 때 이쪽 저쪽에서는 눈물 
닦는 손들이 바삐 움직였다. 현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해 누워 있자 동역자 중 

내과의사였던 사역자는 그를 사랑으로 극진 
히 돌봐주었다. 몸이 좋아지자 그는 처음으 
로 느끼는 ‘사랑의 진료’를 받았다고 고백하 

였다.
일주일의 사역이 끝나고 떠날 준비를 하 

는데，현지인들은 입을 다문 채로 눈물만 흘 
리 기 시 작했다. 하나, 둘이 아니라 모두 그랬

우리가 일$ 일 니1내  ^ O j  S H 음이니

% 지를 ^  T r n  쟐 직자 그들은 ᄏ ?1«도

■ K T I다.

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사 
역에 임했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매일 같 
은 반찬을 먹고, 한 세수대야의 물에서 비누 
없이 수건으로만 얼굴을 닦아도 조금도 불 
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들은 감동 
을 받은 것 같다.

쓰임 받는 선교사
중국선교는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지인들도 우리가 선교 
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 
주지 않는다. 또 우리의 의지대로 현지인들 
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할 사역자가 
현지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적인 사역을 하길 원한다면 그들의 요구하 
는 바와 사항, 그리고 그들이 불문율로 정해 
놓은 선교사역자로서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만 할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리 스 도 는  

오늘날 우리 선교사역자들에게도 그 길과 
진리, 생명을 끝까지 걷고 지키고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또 중국의 선교현장에서 
도 우 리 가 『길』, 『진리』, 『생명』의 조건 
들을 갖추기 를 바라면서 우리 와 동역하기 를 
오늘도 원하신다.

위 내용은 중국복음선교회가 발간하는 <中國과 福音> 
1996년 6, 7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왕쓰웨 /  목사,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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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화(唐華)

“중국의 새벽(中國的晨嚷)”은 홍콩 극동방 
송이 추진하고 있는，중국 내 전도 및 교회 개 
척 운동이다. 이 운동은 현재 중국 내에 교회 
를 개척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중국인이 복음을 듣고 죄사 
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며, 
또한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의 중국 복음사역이 모두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으며，복음방송 사역도 그 중의 하 
나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있다.

40여 년 전, 하나님의 역사로 극동방송이 
중국 대륙을 향한 복음방송 사역을 시작하

였다. 이 방송은 고난의 시기를 겪던 중국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 
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방된 초기에 더 
욱 많은 복음방송 단체와 동역자들이 지속 
적으로 생겨나 중국의 신도들을 섬김으로써, 
오랫동안 메 말랐던 심 령들에 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 결과 중국 교회는 과거 상상 
조차 할 수 없던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신도 
의 수만 늘었을 뿐 그들을 양육할 목자는 터 
무니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기독교 방면의 
자료도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3년 여름，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f f l l  你吃什8f?/NT chi sh6nme?/ 니 츠 션머/ 당신은 무엇울 먹고 있습니까? |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셨다. 중국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교회 성장의 필요성을 느낀 
극동방송은 “중국의 새벽” 이라 불리는 전도 
및 교회개척 운동을 계획하여 홍콩 및 해외 
성도들의 참여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지상 명령을 중국 
교회와 함께 감당하여, 서기 2천년이 오기 
전에 중국 교회의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미 

리 준비하는 것이다.

“ 중국의 새벽”  전도 및 교회건립 운동
기원과 목표
“중국의 새벽” 이념은 짐 몽고메리 박사(Dr. 
Jim Mongomery) 가 제창한 “DAWN 2000" 
운동에서 유래되었다. 몽고메리 박사는 교 
회 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제자훈련과 교회설립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DAW K은 
‘Disciple A  Whole Nation’의 약자로서, 몽 

고메리 박사는 모든 교회는 2천년 이전에 세 
계 모든 나라 속에서 7백만 개의 교회가 세 
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격려 
하였다.

일반적인 추측으로는 중국 대륙에 약 5천 
만의 신도가 있다고 한다. 한 교회마다 백 
명씩의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중국 내에 크 
고 작은 교회나 처소 둥이 적어도 50만 개 

이상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중국 교회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등참하여，복음을 전하 
고 교회를 건립하는 데 일어서야 한다고 생 
각한다. 우리는 2천년이 오기 전에 중국 교 
회가 광범위하게 부흥하기를 바란다. 중국 
성도들의 전도와 복음방송을 통해 중국 교 
회가 지금보다 배로 중가한 150만 개가 되기 
를 기도한다.

중국 국무위원 겸 국가가족계획위원회 주 
임인 펑페이윈(彭佩雲)은 2천년이 되면 중 
국 총인구가 12억 9천4백만에 이른다고 예 
측하였다. 그렇다면 인구 860명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그렇다면 이야말 
로 복음이 널리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

니겠는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복음방송을 

사용하셔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도들이 성 장하며, 방송 교회 (복 

음방송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 
부하는 교회를 말한다-역자 주)를 건립하도 
록 하셨다. 그러므로 복음방송은 앞으로 중 
국 교회 및 기타 중국 복음사역과 잘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장차 “중국의 새벽”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이념과 실천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토착화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 교회와 중국의 사역 
자들이 장차 “중국의 새벽” 전도 및 교회 건 
립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도 교회가 그 명령의 중심 
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 
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 
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 
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 
시니라”(마 28:19-20)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대사명은 국내든지 
해외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 
가 세워지지 않았거나, 설사 교회가 있다 하 
더라도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목적을 이루었다 
고 할 수 없다. 성경에는 교회를 일컬어 “ 택 
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 2:9)라 
고 하였다. 우리가 노력하여 세운 교회가 유 
형의 건축물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모임 
일 수도 있으나, 거듭나서 구원얻은 사람들 
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곳이기만 한다면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미 선포되었다.
중국 교회와 성도들은 지상명 령에 순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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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성도들은 이 중대한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 복음방송 사역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부터 “중국의 새벽”의 모토인 전도 및 교회 
건립을 통해 지상명령을 실천해 가야 한다.

방송 전도 및 교회건립 추진
방송의 위치

“중국의 새벽”은교회를건립하는운동이다. 
중국의 교회 및 사역자(전도의 열의가 있는 
평신도를 포함)들이 이 운동의 주인공이며, 
복음방송은 단지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 
는 조연일 뿐이다. 이것은 복음방송이 있어 
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 
목적인 중국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 
장을 위해 보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복음사역에 있어 사탄과의 영적 전 
쟁이 벌어질 때, 방송사역은 공수부대의 역 
할을 감당하고 실제로 지상에서는 중국 성 
도들과 교회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 어디든 

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방송의 장점 
은 “중국의 새벽” 정신의 확대에 매우 유리 
하다.

이 밖에도 방송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중국 내 성 
도들을 위한 교육，전도 및 교회 설립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방송국이 “중국의 새벽”에 관 
련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할 때, 우리 
는 발기인 (Promoter)，촉진자(Facilitator), 
훈련자(Trainer)가 되어 중국 교회가 주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다.

방송 전략

장차 수년 안에 “중국의 새벽” 운동의 임무 
를 달성하기 위해 극동방송국은 다음과 같 
은 기본정책을 정하였다.

부흥시키고 양육하며 거두어 들인다(신도 

동원)

복음방송 프로그램 전략의 첫 번째 목표는 
신도를 동원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교회 
부홍에 큰 공헌을 한 존 녹스(John Knox) 는 
“중국의 새벽” 운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는 “하나님! 내게 스코틀 
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 
읍소서”라고 기도하였다.

복음방송의 목표는 중국의 성도들에게 전 
도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더욱 많은 성도들 
이 일어나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국을 주옵소서. 그 
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 
는 중국의 존 녹스가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 
한다.

중국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꺼이 따를 것이라고 믿고 싶다. 관건은 누 
가 가서 주의 뜻을 그들에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수많은 중국인들의 필요를 그 
들 앞에 펼칠 것인가에 달려있다.

복음방송은 영 적 부흥을 일으키는 프로그 
램을 순환방식으로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 
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 기도록 격 려하고자 
한다. 즉 그들을 위 한 간단하고 명 확한 ‘ 양육 
(전도훈련,초신자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마 
련해 주는 것이다. 특별한 절기에는 복음방 
송을 통해 중국의 성도들이 친구와 친척에 
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한 
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헌신자들이 방송을 
듣고 배운 전도 방법을 실천하여, 친구와 친 
척들을 교회로 인도함으로써 주님을 위한 
복음의 수확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이다.

흩어져 있는 대중의 필요에 맞는 방송을 중 

점적으로

중국은 땅이 넓고 각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 
이 살고 있다. 이들의 생활습관, 문화, 요구사 
항, 취미 등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새벽”이 보편적이고 전국적인 운동 
으로써 중국의 각 지역, 각 교회로 널리 퍼지 
기를 희 망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단체의 특 
성과 기호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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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나누어 부흥, 양육, 거두어 들이는 
일’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마다 다양한 신앙 방면의 필요 
가 있으므로, 복음방송은 그 지역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송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허 
난(河南)성은 기독교 신도 수가 가장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복 
음방송은 이들에 게 중파방송으로「개인 전 
도 훈련: 어떻게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방송한다. 산둥(山東)성에는 
대학생 신도가 많다는 보도가 있다. 이때는 

단파방송을 이용하여 산등성에서 크게 부홍 
했던 교회사(敎會史)를 보도함으로써 산둥 
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중국의 “존 녹스”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한다.

‘중점’의 전략이 이미 짜여졌다면 전국적 
인 양육을 위해 방송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 
아간다. 방송을 넓히는 힘은 중국 교회의 호 
응과 노력에 달려 있다. 그들만이 복음의 추 
수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는 단지 그들 
의 필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국 
교회가 성장하길 기도할 뿐이다.

다방면의 노력
방송매체는 광범위하게 접촉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지만 피상적으로 흐르는 단점도 있 

다. “중국의 새벽” 방송 프로젝트에 부응하 
기 위해 우리는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많 
은 책을 출판하였다( 「中國晨嚷手冊」, 「敎 
牧輔導」, 「敎# i t 長手冊」, 「敎會植堂」). 
이러한 일들과 방송사역을 서로 보완하여 
교회를 널리 전파하는 비전을 이루고자 한 

다.
우리는 전도, 교회건립 운동이 결코 복음 

방송만의 특권은 아니라고 믿는다. 이 운동 
의 특징은 개인，교회, 단체, 그리고 국내 및 
해외에서 기도와 헌금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서로 분담하고 
공동진행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널리 심는 
것이다. 복음방송국은 “중국의 새벽” 운동을

홍보하고 촉진하며 교육하는 역할로 주님 
앞에서 뜻을 세워 중국 교회의 올바른 성장 
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뿐이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일곱 촛대 사이 
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찰하시 
고 은혜주시며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한다.

<守望中華> 제129기에서 발췌 
번역/ 박미진•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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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교회 육성 전략

인병국

조선족 교회는 중국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장의 그릇이다. 조선족 교회는 

한국 교회의 선교의 대상일뿐 아니라 선교의 동역자이다. 현재 조선족이 취락을 이루 

고 사는 마을은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 이상의 처소교회는 다 있다.
그러므로 조선족 선교의 목표는 교회 개척이 아니라, 조선족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로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선족 교회 옥성의 목표
명실상부한 토착교회
성경은 언제나 토착교회를 지지한다. 사도 
행전에 나오는 안디옥교회，빌림보교회, 에 
베소교회, 로마교회는 모두 다 토착교회였 
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자체 지도자를 세 
웠고, 자립하는 교회였으며 선교하는 교회 
였다. 조선족 교회는 명실상부한 토착교회 
즉 자립, 자치, 자전하는 교회 가 되 어 야 한다.

동역하는 교회

교회설립(Church Building)의 5단계 중 동 
역 (Cooperating)은 4단계로서 확장(Exten
ding ᅳ타문화권 선교)에 이르기 직전의 단계 
이다. 선교에서 동역을 하려면 동반자 관계 

가 구축되어야 하고, 동반자가 되려면 대등 
한 위치에서 협력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조

선족 교회를 대등한 교회로 인정해야 하며, 
조선족 교회로 하여금 중국 교회와 동역할 
수 있도록 동역의식을 고취하고, 동역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장차 북한이 개방될 때 조선족 교회 
가 북한 교회 와 동역 할 수 있도록 준비시 켜 
야 한다.

선교하는 교회

교회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하는 교 
회 이 다. 조선족 교회가 지금 중국선교를 하 
기에 충분할 만큼 역 량을 갖추고 성숙한 것 
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잠재력은 갖추고 
있다.
•  조선족 교회가 한족을 선교함에 있어 장 
애가 없거나 적다.
•  조선족 교회는 한족과 복음의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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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하는 데 적합하다.
•  조선족 교회가 가장 짧은 시간에 한족 문 
화권에서 선교하는 데 적응할 수 있다.
•  조선족 선교사가 한족을 선교하는 것이 
외국인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 보다 정치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조선족 교회가 한족 선교에 헌신하는 것 
이 선교비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  조선족 교회가 한국 교회，중국 교희와 
동역하여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  조선족 교회가 한족과 평생에 걸쳐 같이 
살면서 선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삼자교회보다는 가정교회가 중국선교 
를 하는 데 융통성과 활력이 있다는 점이다. 
가정교회 에서는 이미 한족선교를 하고 있으 
나，삼자교회에서는 한족선교에 대한 사명 

감을 찾기 힘들다.

조선족 교회 육성의 실제적 방안
조선족 교회의 지도자 육성 방안
토착교회의 핵심은 현지 교회 지도자 육성 
에 달려 있다. 조선족 교회 지도자 육성은 
교역자 육성과 평신도 사역자 육성으로 나 
누어 접근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의 교역자 육성 방안

조선족 교회 의 교역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기 
존의 동북신학원과 남경신학원에 진학하는 

길이다. 목사가 되는 길이 달리 없기에 기존 
의 신학교육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 
다. 한국 교회는 당국의 묵인하에 동북신학 
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라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선족 교회 교역자 육성 
에 한국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조선족 교회 평신도 사역자 육성 방안

* 집중적인 단기 교육 
단기 집중 교육은 일정한 지역에서 기존의 
교회조직의 알선이나 현지 선교사의 요청에 
의해 시행된다. 1년에 수차례，목사들이 그

룹을 만들어 현지에 가서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 교 
과목은 한국의 성서학원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강의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실시된다. 이 때 참석자의 교통비，식비 등 
경비는 대개의 경우 한국 교회 목사들이 부 
담한다.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불법이기에 비밀히 시행하거나, 현지 공안 
당국과 통전부, 종교당국의 묵인하에 이루 
어진다. 현지 군력기관과 좋은 관계를 맺어 
사전 정지 작업을 한 후 시행하는 것이 지속 
적으로 조선족 교회 지도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첩경이다.

이러한 단기 집중교육은 교육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고, 지식의 전달에 그치기 쉽다. 그 
리고 강의 내용이 피교육자들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도 의문이다. 단기 집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재도 한 
국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교재를 그대로 사 
용하지 말고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수정해 

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음 모일 때까 
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과제를 내 주고 후에 
그 과제를 평가해 주어야 한다.

•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대략 1，2개월에 한 번씩 지도자들이나 지도 
자가 될 사람들을 모아 교육을 실시한다. 이 
때의 기간읍 3일 내지 1주일 정도 하는데,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좋다. 강의 과목은 

한 번에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이 좋다. 약 
20~30명 정도의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므 
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된다.

약 3년을 한 기간으로 삼는 것이 좋다. 3년 
이면 어느 정도 필요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커리쿨럼에 의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 
고，가르치는 선교사와 배우는 사역자들 간 
에 관계가 형성되고 동역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경륜과 목회 경 
륜이 풍부한 선교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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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선양(沈陽)시에 위치한 동북 신학원. 한국 교회가 투자하여 새로운 건물을 세웠다.

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중심교회와 동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중 
심교회 지도자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일단 그 중심교회와 동역하기 
로 결정하였다면 중심교회 지도자가 추천해 
주는 처소교회 지도자들과 차세대 지도자들 
을 추천받아 그들을 교육한다. 교육의 장소 
는 중심교회 지도자가 알선해 주는 곳에서 
하며, 경비는 현지교회 부담으로 한다.

•  한국에 초청하여 육성하는 방안 
이 방안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 
다. 그러면 왜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을 한국 
에 초청하여 교육시키는 것이 실패하는가?

첫째, 조선족 지도자들이 한국에 눌러 앉 
으려 하기 때문이다.

둘째，한국적 삶의 질에 안주하려 하고，현 

지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현지의 경제 수준 
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에서 공부한 것이 현지 지도자 
들과의 간격을 만들어 지도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짧은 기간, 특정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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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데려다 교육시킬 수는 있다. 이 때도 
다수를 데려오지 말고 소수를 데려와야 한 
다. 예를 들어 신학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목적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활용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지금 중국어로 하 
루 3회씩 신학교육을 방송하고 있다. 1년을 
4학기로, 4년을 한 기간으로 하여 방송으로 
신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 
회는 기존의 ‘양우(良友)의 소리 신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방송 내용을 한국어로 방송 
하면 된다. 이 사실을 조선족 교회에 널리 
알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다. 온전한 신학 교육은 되지 못하겠지만, 아 
쉬운 대로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신학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 
다. 이 렇게 하면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의 신 
학교육과 훈련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 
을 것이다.

조선족 교회 공동체 형성 방안

조선족은 현재 중국에 살고 있지만, 민족은



한민족이기에 조선족 교회는 그 나름의 정 
체성을 확립해야 사명을•감당할 수 있다. 조 
선족 교회의 정체성은 조선족 교회 공동체 
의 형성을 통해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다.

민족 교회로서의 조선족 교회 
조선족 교회는 한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 
회요, 선교사적으로도 민족 교회가 강조되 
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족 교회는 민족 교회 
를 지향하도록 육성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 
가 민족 교회로 육성되려면 교회 구성원들 

이 민족 의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 조선족들 
은 혈통이나 문화는 한민족이지 만 의식구조 
는 75% 정도가 중국화되었고, 중국을 조국 
으로 간주하지 한국을 조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들은 집 
단촌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상 민족 교회 형성이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민족 교회를 형성 
하는 것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조선족 교회가 민족 교회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조선족 교육에 기 
여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 
에게 조선족 교회사(재만 한국교회사)를 가 
르쳐야 한다. 조선족 교회가 외적인 민족 교 
회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의식화 
작업을 해야 한다.

중국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조선족 교회
조선족 교회는 엄연히 중국 교회이다. 동북 
삼성의 조선족 교회(주로 삼자교회)는 중국 
교회의 양회(兩會:중국기독교협회，삼자애 

국운둥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제를 받고 그들과 교통도 한다. 이 
에 비해 조선족 가정교회는 조선족 삼자교 
회와 같은 정도로 통제를 받지는 않으며 한 
족 가정교회와 교통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선족 교회를 한국 교회의 지부나 지교회 정

도로 간주하는 경 향이 있다. 이 런 경 향이 없 
어지지 않는다면 조선족 교회의 선교적 가 
치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 조선족 교회를 중 
국 교회의 일원으로 육성하려면, 조선족 교 
회 중국 교회와 교통하고 동역하도록 격려 
하고 지도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 가 중국 교 
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교파와 교단이 없는 조선족 교회
현재 조선족 교회는 교파와 교단이 없다. 조 
선족의 규모가 200만 내외인데，한국의 교파 
와 교단들이 다 들어갈 때를 가상해 보면 그 
혼란과 피해는 명약관화하다. 조선족 교회 
를 교파와 교단이 없는, 그러면서도 건전한 
교회로 육성하려면 한국 교회의 자성이 필 
수조건이다. 네트워크를 존중하고, 그들 나 
름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도와야 한다. 
조선족 교회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그들 
을 섬기는 자세로 ‘종의 도’를 갖고 조선족 
교회와 교통하고 동역해야 한다. 조선족 교 
회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필요하나 한 
국 교회가 개입해서 조선족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조선족 교회 스스 
로 조선족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절감하고,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 올 때 조언을 해 
주고 도와주면 된다.

조선족 교회의 자립 방안
조선족 교회는 자립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자립하는 교회 
가 극소수여서 그렇지 주 없는 것은 아니 
다. 교회의 일반적인 운영은 교회의 헌금으 
로 그런 대로 하고 있으나，중심교회 사역자 
들과 처소 사역자들 가운데 생활이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의 생활비 문제와 예배당 건축 
문제가 있다.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의 생활비 자립 방안
직업을 갖고 중심교회와 처소교회를 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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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도 
있다. 또한 자력으로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 
도 있다. 처소들의 경우 대부분 생활비는 처 
소 사역자들 스스로 해결한다. 처소들도 일 
체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생활 
비를 외부에서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 
서 경우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는 꼭 도와 
주어야 할 경우도 있고,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도와주어야 할 경우도 
생활비 전부를 도와주어야 할 경우가 있고, 
일부를 도와주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도와주어서 자립에 이를 수 있는 교회 지도 
자들도 있고, 도와줘봐야 자립에 이를 수 없 
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진정 
한 주의 종들도 있고, 주의 일을 하나의 생 계 
수단으로，나아가서는 축재의 수단으로 삼 
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사역자를 발견하는 일이다.

지도자에게 개별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말 
고，교회 중심으로 해야 한다. 중심교회 지도 
자가 올바른 신앙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사 
람이어야 한다. 중심교회 사역자의 신앙 인 
격과 정직도，성실성은 교제와 관찰을 통해 
서 분별할 수 있다. 중심교회 사역자가 올바 
른 사람이라면 중심교회의 추천을 받아 처 
소 사역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 
교비를 지급해야 한다. 좋은 방법은 조선족 
교회 사역자 훈련과 병행하여 생활비 문제 
에 접근하는 것이다. 적어도 일 년 정도 지속 
적으로 훈련을 시키다 보면 처소사역자들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런 후 경우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선교 
비도 낭비되지 않고, 또한 조선족 교회의 자 
립도 부작용이 없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자력으로 예배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 
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교회의 도 
움 없이는 예배당을 마련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그렇지만 조선족들이 한국 교회와 
같이 꼭 예배당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초대교회에는 예배당이 없었고, 한족 가정 
교회들도 예배당이 없다. 그러나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조선족 교회 자력으 
로는 그들이 원하는 예배당을 마련하거나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조 
선족 교회의 예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조선족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 그 후에 
부족한 부분을 한국 교회 가 도와 줄 수 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 1:3이나 1:4 정도에서 분 
담하여 예배당.건축비나 매입비를 제공한다 
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예배당의 소유권 문 
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지원했 
다고 해서 그 예배당이나 예배처소가 한국 
교회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 한국 교회가

예배당 건립 방안

請進來/QTng jin lai/ 칭 진 라이/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조선족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 예배당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숙된 지도자이다. 사진은 한 조선족 처소교회



헌금하여 준비한 예배당이나 예배처소가 개 
인 재산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삼자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명으로도 등기가 되는데， 
가정교희는 그렇지 못하다.

조선족 교회가 자립하기 위한 교육
철저한 청지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가 
난해도 헌금은 할 수 있다. 사역자들부터 철 
저한 청지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처 
음 믿는 교인들에게도 헌금하는 것을 가르 
쳐야 하고, 기존의 교인들도 헌금하도록 훈 
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헌금하는 
데 본을 보여야 하며, 재정의 사용이 교인들 
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집행되도록 교육하 
고 훈련해야 한다.

조선족 사역자들의 영성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의 영성이 먼저 준비 
되도록 한다. 조선족 교회 자립의 관건은 조 
선족 교회 사역자들이 선교비와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추는 일이다.

조선족 교회의 성장 촉진 방안

성장하는 교회와 성숙한 교회를 동시에 추 
구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의 성장의 둔화는 
조선족교회의 미성숙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조선족 교회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 
조선족 교회를 성장하게 하려면 그들로 하 
여금 말씀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일은 성경을 보급하는 일, 교회 지도자들 
의 성경 이해와 설교,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학 서적과 신앙 서적 
을 보급하는 일，그리고 조선족 교회의 수준 
에 맞는 성경공부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해 
주는 일 등이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 대한 
훈련, 전도훈련과 새신자 양육 방법을 훈련 
시켜야 한다.

조선족 교회 성숙을 촉진하는 방안

한국 교희는 조선족 교회의 특성을 인정하 
고 조선족 나름의 교회와, 교회생활을 세워 
가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상담역의 위치에 족하라.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필요와 우선순위 
를 바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법을 교회 지 
도자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문 
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복음 
은 지키고 복음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 방 
법은 상황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조선족 교회 의 한족선교 역 량의 제고와 실 

행을 계발하기 위한 방안

선교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한국 교회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서，조 
선족 교회가 중국선교에 헌신해야 할 것을 
말하고 그들에 게 도전을 해야 한다. 뿐만 아 
니라 한국 목사들이 조선족 교회에서 설교 

를 할 때 반드시 조선족 교회 교인들의 중국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극동방송이 나 아세아방송의 조선족을 상 
대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조선족 교회의 중 
국 선교 사명을 고취하는 설교, 좌담, 강연을 

해야 한다.

중국선교 헌신자를 발굴해야 한다.
조선족 중 중국선교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자질과 역 량을 갖춘 사람들이 5% 정도 된다 

고 본다. 조선족 교회에 숨겨져 있는 중국 
선교 가능자들을 발굴하고, 중국선교에 소 
명을 받은 헌신자들을 발굴하여야 한다. 그 
들을 발굴하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 
에 헌신하도록 도전하고, 그 도전에 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야 하고，또한 개별적 
으로도 찾아야 한다. 선교 헌신자를'발굴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와，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 력하는 데 

장애가 없는 사람, 그리고 학력은 중국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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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고졸 이상은 되어야 한다.

선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선교 교육의 실시는 조선족의 잠재적인 선 
교 역량을 실제적인 선교 역량으로 전환시 
킬 것이다. 선교 교육은 조선족 교회의 지도 
자들을 교육시키는 모든 기회에 실시해야 
한다. ‘동북신학원’ 등에서 특강의 기회가 있 
을 때, 성서학원급의 ‘전도원 배양중심’에서 
강의할 기회가 주어질 때 선교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또한 처소 지도자들이나 가정교 
회 지도자들에게 교육 기회가 있을때 선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 선교사가 조선족 선교 헌신자와 동역 

해야 한다.
선교사가 조선족 선교 헌신자와 같이 한족 
선교에 동역해야 한다. 선교사와 조선족 선 
교 헌신자가 동역을 하려면 먼저 선교사와 
선교 헌신자 간에 바울，디모데와 같은 관계 

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 
과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후에 선교 
헌신자가 앞장서서 한족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는 뒤에서 선교 헌신자를 지도하고, 
상담하고, 격려하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 
고, 물질적인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주어야 
한다. 이러한 한국 선교사와 선교 헌신자의 
동역을 통해서 선교 헌신자들은 그들의 선 
교 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실제적인 한족선 
교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도 문화적인 장벽과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 인 중국선교를 수행하 
게 될 것이다.

조선족 선교사의 선교비는 한국 교회가 부 

담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 가 자립 한다 하더 라도 당분간은 
조선족 교회가 조선족 선교사의 선교비를 
감당할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 
로 조선족 교회가 조선족 선교사의 선교비 
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 교회가 그

하얼빈의 한 교회. 조선족 성도가 전시해 놓은 크리스마스 
사진을 보고 있다.

선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한국 
교회는 조선족 선교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 
니라 선교 동역자의 부족한 선교비를 나누 
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동역은 동등한 위치 
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족 교회의 북한선교 참여 방안
조선족 교회는 북한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 
다. 이 제까지 조선족 교회의 북한선교 사명 
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 
안은 추구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족 
교회는 어떻게 북한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가?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조선족 삼자교회의 북한 조선기독교도연 

맹과의 교통과 협력의 방안

한국 교회는 조선족 삼자교회로 하여금 조 
선기독교도연맹과 교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야 한다. 조선족 삼자교회와 조선기독교도 
연맹과의 교류는 정치적인 경향이 축소되고 
교회적인 교통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기에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조선족 삼자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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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독교도연맹과 교통과 협 력을 하기 위 
해서는 먼저 조선족 삼자교회 와 조선기독교 
도연맹과의 교류가 시작되어야 한다.

조선족 삼자교회는 조선기독교도 연맹에 
호감을 가질만한 내용을 갖고 교류를 제의 
해야 한다. 교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 

로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조선기 
독교도연맹과 북한 당국으로 하여 금 조선족 
삼자교회 와의 교통이 유익 하다는 사실을 절 

감하고 확신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선 
족 삼자교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과의 신뢰 
가•구축되면 그 다음 단계로, 선교협력 또는 
선교동역의 길을 예비하여야 한다. 한국 교 
회는 은밀히 조선족 삼자교회를 후원하되, 
절대로 북한 당국이나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친척 방문을 통한 북한선교

북한에 친척방문과 장사차 방문하는 조선족 
교인들을 통하여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교류의 길을 터야 한다. 실제로 북한의 지하 
교회와 은밀히 교통하는 조선족 교인들도 
있다. 이 일은 주도면밀하고 은밀하게 해야 
하며 지하교회가 조선족 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의와 비밀을 지켜야 
한다.

조선족 교회 교인들과 북한 지하교회 교 

인들과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경과 신학서적, 극동방송이나 아세 
아 방송 등 한국에서 보내는 복음방송을 청 
취할 수 있는 라디오 등을 전달해 주어야 하 
며, 지하교회가 신앙생활과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또한 북한이 
개방되어 선교할 수 있는 틈이 생길 때를 대 
비 하여 북한 지 하교회 와 북한선교를 동역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 친척 방문차 오는 북한 주 
민들에게도선교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 
하다. 방중 북한 주민에 대한 선교적 접근은 
한국 선교사보다는 조선족 교회 교인들이 
더 용이하고 적합하다. “하나님의 다리” 인

북한 주민의 친인척인 조선족 교회 교인이 
복음을 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 
다.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한 주민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 
는 심겨지고 언젠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데 큰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 주의 
할 것은 절대로 북한 체제나, 지도층을 비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아 
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게 된다.

탈북 북한주민 선교

조선족 교회는 탈북자들을 구제 차원에서 
돕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들을 돕기에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 한국 교화는 조선 
족 교회를 앞세워 탈북자들을 구제 차원에 
서 돕는 프로그램을 화급을 다투어 시행해 
야 한다. 이 때 이 프로젝트는 거창하게 해서 
는 안 되고, 소 규 모 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탈북자에 대한 선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자들은 그들의 생사 
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 
이 아주 높다. 그들이 중국에 정착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여 결신케 하고，그들을 말씀으 
로 양육해야 한다. 탈북자들을 잘 양육하면 
그 중에서는 중국선교를 감당할 선교 헌신 
자가 나올 수 있고, 북한의 선교사로도 헌신 
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탈북자들 
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제자화하는 일이 시 
행되어야 하고，그들을 조선족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중국선교와 북한선교의 자원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교회*  육성해야 할 한국 교회에 
대한 제언
중국선교의 방향을 조선족 위주에서 한족 

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선족은 중국 인구의 0.17%에 불과하다. 주 
류 민족인 한족과 54개 소수민족 선교에 한 
국 교회가 헌신해야 한다. 한족 위주의 중국 
선교는 선교 전략상 요청되는 것이요, 또한 
한국 교회의 조선족 선교의 과열 현상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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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키고 차분히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조선족 선교와 조선족 교회의 육성을 감당 
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의 선발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야 한다.
조선족 교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선교 역량을 갖추고 평생을 바쳐 헌신할 선 
교사가 필요하다. 일단 선교사로 허입하여 
파송한 선교사를 전적으로 믿고 과도한 선 
교보고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놓고 선교비만 보내고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국선교협의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를 통해 협력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 
다.

•  조선족 교회의 실상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한다.
•  선교사들끼리 협력함으로 상호 도움이 
되게 한다. 이것은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교 
회들끼리 협력하면 가능하다.
•  선교 지역을 결정할 때 협력한다.
•  선교지에서 야기되는 분쟁들을 정기 적으 
로 모여서 토론하고 협력함으로 해결한다. 
선교사 훈련에 협력한다.
•  신뢰가 구축되는 정도에 따라 협력의 장 
을 확대해 가야 한다.

위 내용은 지난6월 24일 중국어문선교회 주최로 열린 중국선 
교 정기세미나의 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인병국/한등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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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秋 ， 月  圓 ,

ᄌ 지  5 L  기 坦

好 時 節

지 기 이  다 ~

중국에서는 매년 음력 8월15일을 중치우제(中秋節:중추절)로 지낸다. 이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상위에(賞月:달 구경)’를 
하고 •위에빙(月拼월병)’을 먹고，‘원딴(文旦: 유자의 일종)’이라는 과일을 먹는 풍습이 있다. 둥근 달은 각지에 홑어졌던 
식구들이 다시 모인다는 ‘투안위엔(團圓)’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날은 온 가족이 모여 ‘투안위엔’을 즐긴다. 피치 못하여 
타향에서 훌로 남게 된 사람들은 그날 이백(李白)의 시 한 구절 “擧頭望明月, 低頭思故鄕-고개 둘어 밝은 달 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한다-”을 옮으며 고향 생각에 젖는다.

다음은 북경대학에서 언어연수를 받고 있는 김 선생이 중치우제를 맞아，집이 멀어 기숙사에 남은 샤오리(小李)라는 
중국 학생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내용이다.

金: 今年中秋節, 你打算作什麽?
J ln n ia n  Z h o n g q iu jie , ra  d a s u k i zuo  sh e n ire ?

올 중치우제 때 뭘 할 계획이예요?

小李: 我家離這兒太遠, 回不去, 只好待在宿舍囉!
W o  jia  l i  zh e r ta i yu a n , h u i b u  qiX  zh ih a o  d a i za i sushe la !

저희 집은 여기서 너무 멀어 갈 수 없어요 기숙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네요

金: 我看這樣好了。你來我家跟我們一起去北ᄎ賞月 吧!
W o  ka n  zhe y a n g  M o  le . r tt la i w o  jia  g e n  w om e n  y !q i q u  B e id a  sha ngyue  ba !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북경대에 가서 달구경 해요•

小李: 好啊! 謝謝你。請問金先生，你們在韓國也過中秋節嗎?
H ao  a ! x ie x ie  n i. q rn g  w e n  J in  x ia n sh e n g , ra rnen  z a  H ang uo  y e  g u o  Z h o n g q iu z jie  m a?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한국에서도 중치우제를 지냅니까?

金: 當然. 在那天, 不管住多遠，全家ᄉ都得團圓0 我們不吃月餅, 而吃一種叫松片的糕點0 
D a n g ra a  z a  n a tia n , b u  g u a n  zh u  du o  yu a n  qu an  jia  do u  de tu a n yu a n . w om e n  b u  d u  Y uebm g, 

e r c h i y iz h d n g  jia o  S ong p ian  de gaod ian .

아무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멀리 살아도 그날만큼은 온 가족이 다 모여요 
그리고 우리는 월병 대신 송편을 먹지요

小李: 希望有一天，能去韓國看ᅳ看。
X lw a n g  y o u  y itia n , ne n g  q u  H a n g u o  k k i ja  kan .

언제 한국에 구경 한 번 가고 싶네요.

中秋節(ZhOngqiCijte): 음력 8월 15일, 한국의 추석 
月Wyû bTng): 월병. 중치우제에 먹는 둥근 과자 
宿舍(sCishfe): 기숙사
李白(LT ba): 이백. 당 나라 때 유명한 시인

貨月 (shangyud): 달구경 가다- 
團 BKtufinyu&i): 가족이 홀어졌다가 다시 모이다 
糕點(gaodian): 케일, 과자, 빵, 떡 따위의 총칭 
北* (Beida): 북경대학교의 약칭

차이나/ 본지 편집기자

|有點兒累了/Y6u dianr fei \el 여무 디얼레이 러/ 조금 피곤합니다.1 63



증국현: l f i l  절 자 $1

일본의 항복

방지일

일 °0 ^  卒 긍국인 EJ5 I 찾아주e1 동분서주. 
UH S ^ E !  에배당 ^ ° \ Atl ETM. …
「일연유( 日蓮宗)」 ÎE2 L H밀 £1： 혼^성이  E 1^1

군에게 소개(疏開)를 
강요당하여 철거수속 
까지 마치고도, 갈 생각 

은 전혀 안하는 그 삶은 차라리 
모험 이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 
나 거처할 장소 문제는 공중에 
띄워놓고 있었다.

일본이 항복하겠거니 하는 기 
대를 갖고 그 당시 이 런 조치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도 
록 몰아 부치니 그렇게 한 것뿐 
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황( 日皇)이 직접 항복을 발표 
한다는 뉴스가 예고되 었으나，그 
렇게 무조건 항복하리라고는 생 
각지 못했다. 때때로 중국 친구 
들과 함께 전세(戰勢)가 열세 
라는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은 있 
지만, 여기까지 이를 줄은 꿈에 
도 몰랐다.

그때의 감격 이야 우리 동포로 
서는 누구나 다 같은 감격이었겠

지만, 나로서는 아무 계획없이 
하고 있던 일들이 무 관계없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새로운 질서 속 
에서 나 자신과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계해야 했다. 우선 일 
군의 탄압으로 빼앗겼던 교회 기 
물을 찾아야 했다.

이 전에도 한 번 찾아가 항의를 
하기는 했었다. 조사하고 시정해 
준다는 대답도 몇 번이나 받았었 
다. 전투가 진행 중이 라 속히 그 

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도 
듣곤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런 미온적 대답을 받고만 있을 
때는 아니었다. 일군은 즉묵교회 
강대상，의자, 종, 시계 등 모든 

기물을 가져갔던 것이다.
90리나 되는 먼 곳까지 국치 

(기꾸지) 부대장을 찾아갔다. 얼 
마나 친절한지 그 태도가 전과는 
전혀 달랐다. 고분고분하게 머리 
를 숙이면서 사죄를 하고 있었다. 
자기들의 모든  장비도 다 점검해 
서 미군에게 돌려주겠다고 했고， 
우리 교회 기물도 조속히 되돌려 
보내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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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항복한 이후 장지에스(蔣介石)가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포로들이 석방되어 자기 위치 
에 돌아오게 되니 미국 선교사들 
도 할 일이 많아졌다. 아직 미군 
이 상륙하기 전이라 그들과 관계 
된 교회 일도 항복한 일군에 게로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나 
는 미국 루터교 선교사와 함께 

여러 곳에 같이 가서 협력하였다.
일군 치하에서는 하지 못했을 

여러 가지 일들이 속출했다. 중 
국인들의 일을 위 해서도 할 일이 
많아졌다. 돌려줄 것은 다 돌려 
주고 참으로 겸손하게 자기들이 
할 일을 해주었다. 가져 갔던 기 
물을 도로 찾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무엇을 요구하든 자기들이 
어차피 다 놓고 갈 터이니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웬만하면 
상당히 많은 물건을 받을 수 있 
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개인적으로도 그들은 무척 인심 
을 쓰려고 했다.

우리 청도(靑島) 선교관이 대 
지를 얻은 곳은 신개발지구였다. 
이 지역은 대부분 일인( 日ᄉ)의 
아파트 단지요 주택지였다. 이제 
항복하면서 무엇이든지 두고 갈 
터이니 다 주겠다고 했다. 그러 
나 나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내 것이 아닌 것을 함부로 취할 
수는 없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인들 중에는 큰 부자된 이도 있 
다고 한다.

나는 여러 교회의 손해되었던 
기구들을 되찾아 주는 일, 복구 
룰 요구하는 일들을 위해서 협력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한 교회는 일군이 점령하여 일본 
인의 불당(佛堂)으로 사용하였 
었다. 상당히 큰 중국인 자립 교 
회였는데 이제 예배당을 되찾아

불상들을 완전히 철거함은 물론, 
새롭게 단장하고 대성회를 여는 
등 감격스러운 모임도 가졌다. 
벽에 박 았 던 「일연종( 日蓮宗)」 
이란 간판을 뜯어 내고，다시 
「기독교 영은회(靈恩會)」란 

간판을 박을 때 많은 교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기쁨을 나 
눴다.

내가 관계된 교회뿐 아니라 모 
든  교회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었다. 일제 치하에서는 실 
로 제한된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일도 많았었다. 그러나 저들이 
항복하고 나니 일이 활발해진 것 
은 물론 너무 할 일이 많아짐을 
느꼈다. 일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자기 세상같이 살더니，항 
복 후에는 극히 제한된 휴대품을 
들고 거의 빈손으로 와서 본국으 
로 돌아가기 위해 한 곳에 집결 
해 있었다. 이것을 보니 측은하 
기 짝이 없었다. 일인 목사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져 집단 수용하 
는 장소로 들어갔다.

전에 내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

해 주었던 일본 장로교 도촌수길 
(島村稳吉) 목사는 정중하게 잦 
아와 인사를 하더니, 자기가 가 
지고 있던 영어 성경주석 한 질 
을 주면서 받아 달라고 했다. 다 
른 것도 아닌 책이라 감사히 받 
았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가지 
고 있다. 이 책을 볼 때마다 그 
연로한 목사께서 다른 일인 목사 
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와서 위로 
해 주고 함께 기도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일인 중에 참 신앙인으로 때때 
로 함께 기도했던 전전(前田) 장 
로와 고천(古川) 선생 같은 분"  
은 지금도 생각하면 만나고 싶은 
분들이다. 나중에 호쿄(東京)에 
들러 이 분들을 찾아 보았으나, 
도촌 목사는 별세하셨고 그 밖의 
분들은 찾지 못하였다. 다만 길 
기감려 목사를 찾아 전화로 대화 
를 했을 뿐이다.

<福音歷史半百年> 중에서

방지일/  목사,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我吃WW6 chi fan/ 워 츠 판/ 나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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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 서 그 호 ! 의  테 도on l o

허드슨 테일러

“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 

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 
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 
으니 라.”

이는 정말 진실한 말씀이다. 
하나님 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들에게 지극한 복을 내리실 때, 
우리들은 늙으막의 야곱처럼,
“모든 일이 나와 대적하는구나” 
라고 원망하지는 않는다 할지 라 
도 우리의 불신하는 마음은 종종 
이러한 느낌이나 두려움에 사로 
잡히기 일쑤이다. 마치 그 옛날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 
어오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놀 
랐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 
이 다가오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속히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주님의 길 
은 지극히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길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주님은 “나의 일을 내가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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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주님의 우리에 대한 돌보심은 그 
어느 것 하나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 
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들의 모든 
형편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오 
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 
엇이 좋은 것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

무조건 불신하는 사람은 반드

시 실수를 한다. 스스로 자신의 
일을 설명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그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 
실 것이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 
에 하나님을 위해 중국에서 일할 
기회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것은 
정말 큰 어려움이었다. 더군다나 
사역은 이제 막 하루가 다르게 
열매가 열리고 있었다. 나의 양 
육과 가르침을 필요로하는 닝뽀 
(寧波) 의 성도들을 갑자기 떠난 
다는 것은 심적으로 걱정되는 일 
이 아닐 수 없었다. 나의 슬픔은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줄어 
들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최소한 
수년간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서는 안 된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 당시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중국을 오랫동안 떠나있 
게 하셨으며, 왜 이런 일이 필요 
했는지에 대해서 난 조금도 깨닫 
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 
의 사역에 진정 복 주시기를 원

你OTI/NT chi ba!/ 니 츠 바/  자, 드시지요.



하셨던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적 
으로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를 복 주셨던 것 
처럼….

내가 닝뽀에 있을 때, 사방의 
혼란과 부르짖음으로 숨조차 쉬 
지 못할 지경이었다. 중국 내지 
의 다른 지역에서 펼칠 더 큰 사 
역에 대해서는 0}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혹 생각이 거기에까 
지 미쳤다해도, 내가 이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 
살하다. 영국에서 지낸 몇 년간, 
나는 매일 서재의 벽에 걸려있는 
거대한 지도를 주시하였다. 거기 
에 아득히 먼 중국과 그 광활한 

내륙이 있었다. 주님을 위해 일 
했던 나에게 모두 친밀한 지역이 
었다. 이 때는 오직 기도만이 유 
일하게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볍 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장기적으로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실이 피치 못할 일이 
되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영 
국에서도 계속 중국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하느냐는 것이 
었다. 당시 영국에서 이러한 시 
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미 세 
상을 떠나신 고프 목사님 (Rev. 
F.F.Gough)과 함께 일하게 되었 
다. 그리고 영국 및 해외의 성서 
공회에 의해 닝뽀어로 된 신약성 
경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 
다. 이 일을 진행할 때 나의 좁은 
시야로는 성경 그 자체와 주석의 
가치만 보게 되어, 이 일이 닝뽀 
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 
가 있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와서 돌이켜 보니, 
만일 이 기간 동안 내가 말씀으 
로 양육을 받지 않았다면 당시 
나의 영적 상태로는 도저히 중국

내지회와 같은 선교단체를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 
은 하나님 뜻에 합한 일꾼을 얻 
기 위해서는 애써 돌아다니며 사 
람들에게 호소하고 요청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주님께 
그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교회의 영적 생명을 강화하여 신 
도들로 하여금 교회 의 많은 사역 
의 필요성을 직면할 때 전처럼 
무관심하게 나 몰라라 하게 해서 
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사도들 
도 복음을 전할 때，먼저 필요한 
돈을 준비하거나 어떤 방법을 정 
하지 않고 그 즉시 일어나 일했 

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주 
님의 신실하신 말씀만을 믿고 의 
지했던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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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꾼을 저쟝 
(浙江)성으로 보내주셨다. 우선 
메도오즈(Mr. Meadows)씨와 
그의 부인이 우리들의 친구 베가 
씨의 도움으로 1862년 1월 중국 
으로 출발하였다. 두 번째 일꾼 
은 자매였는데, 그녀는 외국전도 
회 (Foreign Evangelization 
Society)에서 여비를 제공받고 
1864년 영국을 떠났다. 세 번째, 
네 번째 일꾼들이 1865년 7월 닝 
뽀에 도착했다. 다섯 번째 일꾼 
도 오래지 않아 앞선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1865년 9월 무사 
히 닝뽀에 도착했다. 다섯 명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던 우리들 
의 기도는 모두 주님 앞에서 응 
답을 받았고, 우리는 더 큰 힘을

68

얻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의 
더욱 큰 일을 위해 하나님을 바 
라보기로 하였다.

수개월 간의 간절한 기도, 또 
한 무수히 많은 시 행 착오를 경험 
하면서, 나는 내지선교 사역을 
위해 시급히 특별한 선교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이 기간 동안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인 고프 목사가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함께 의논했 
다. 뿐만 아니라 베가씨 부부의 
귀한 의견과 지지를 받았다. 나 
와 아내(이 중요한 시기에 그녀 
의 판단과 신앙의 경 건함은 무궁 
한 가치를 발휘하였다)는 늘 이 
부부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놓고 상의하였다. 우리 
의 이러한 계획은 영국 선교단체 
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 
다. 이러한 곤란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의 결론은 오직 주님 만 의지하자 
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적당 
한 선교단체를 세워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 단체를 지켜주실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해 추진 중인 
어떤 사역도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때 더욱 강해지 
는 신념 하나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 
님을 향해 필요한 일꾼을 보내달 
라고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 그들 
과 함께 출입할 것을 원하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주님을 완전 
히 신뢰하지 못했던 나는 꽤 오 
랜 시간이 지나도록 감히 첫발을 
내딛지 못했다.

불신하는 사람은 늘 딴 마음을 
품게 된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 
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많은 일 
꾼을 주십사하고 기도했다면 그 
는 분명 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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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 
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 
시며，중국의 문도 활짝 열어주 
셔서 아직 0}무도 복음을 들어보 

지 못한 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 것을 믿었다. 그러나 나는 
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과 은혜를 신뢰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중국 

에 들어갈 동역자를 위해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비교적 연약한 그리스도인 
들이 사역 중 닥치게 마련인 위 
험과 곤경, 시련들을 감당해 내 
지 못할 것을 걱정하였다. 그리 
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운 사역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 
워했던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 
는가? 내 마음 속의 죄책감은 갈 
수록 심해졌다. 사실 내가 하나 
님께 일꾼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갈 사람 
이 0}무 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 
나 그러는 사이에도 매일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리 스 도 를  모 

른  채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 중 
국의 영혼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 
다는 사실에 나는 근심되어 애가 
탔고，밤낮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 건강도 나날이 나빠지기 
만 했다.

친구인 피어스(Mr. George 
Pearse)의 요청으로 나는 그와 
함께 브리튼(Brighton) 에 며칠 
묵게 되었다. 피어스는 당시 증 
권시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1865 
년 6월 25일 주일, 나는 천여 명의 
성도들이 편안히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다 못해 홀로 
바닷가 모래사장에 나왔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천만의 사람 
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데 생각이 미 
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바로 
이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믿음 
없는 나를 당신 앞에 항복하게 
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맘을 주님 
의 손에 맡겼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드 
린다고 말씀드렸다. 또한 나는 
주님의 종으로 명령을 준행하고 
따르기를 원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보호하시 
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구했다. 그 
즉시 나의 무거 웠던 마음에 평안 
이 용솟음쳤다. 날아갈 둣 가벼 
워진 마음으로 바로 그 곳에서 
중국에 갈 24명의 동역자를 보내 
주실 것을 간구했다.

당시 중국 내지의 11개 성(省) 
에 선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각 성에 두 명씩 선교사를 보내 
주시고 나머지 두 명은 몽골로 
보내달라고 간구했다. 그리고 이 
기도제목을 늘 갖고 다니던 성경 
의 여백 위에 기록하였다.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무척 가벼웠다. 
여러 달 동안 한 번도 누리지 못 
했던 평 안함이 었다. 나는 하나님 
께서 반드시 이 사역에 복을 주 
시며, 나 또한 이러한 복을 경험 
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11개 성에 보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한 그들의 필요에 대한 공급도 
구했지만, 내가 아직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나를 그들의 지

도자로 사용해 달라는 것이 었다.
이 무렵 나는 아내의 도움으로 

<중국의 영적 필요와 부르짖음 
(China's Spiritual Need and 
Claims)> 이라는 작은 책 한 권 
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의 한 구 
절 한 구절에는 그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배어있었다. 베가 씨의 
도움으로 원고를 정 리하고 또 그 
가 인쇄비용까지 부담하여,3,000 
권이 인쇄되었다. 이 책은 매우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에 게 보급 
되었다. 또한 선교계획을 공개적 
으로 선포할 기회도 주어졌다.

특히 1865년 퍼쓰(Perth) 와 마 
일드메이(Mildmay)에서 있었던 
부흥회에서 나는 이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고, 곧이어 자원 
하여 선교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나왔다. 일련의 서신 왕래가 있 
은 후 나는 그들을 당시 런던 동 
부에 있던 우리 집으로 초청하였 
다. 사람들이 늘어나 거처가 더 
필요할 때 마침 옆에 살던 이웃 
이 이사를 가게 되자 나는 그 집 
을 빌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장소마저 부족하게 되자, 하 
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까운 곳 
에 처소를 예비해 주셨다. 얼마 
안 되어 적지 않은 주님의 청년 
남녀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복 
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을 바치 었 
다. 이 기간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그들이 구령사역에 적합한 
일꾼인지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이 글은 대만 宣道出版社에서 펴낸 
〈獻身中華>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차이나 • 본지 편집기자

|挺好»£mng hao chi/ 팅 하오 츠/ 매우 맛있습니다.1 69



1=1혁 게  청

믿윰으1 ^
쑹제 (宋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 

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지 
만구원의 진리는깨닫지 못했다.
그 뒤 1950년 한 교회에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 
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 
다. 비록 이 교회에서 구원의 진 
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 
기도 했지만, 내가 전에 양육받 
은 진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 
함받는(以信稱義)” 진리였기 때 
문에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특별

70  謝謝你/Xi§ xie ni/ 셰세니/ 감사합니다.

한 신앙관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이 교회의 신앙관 
은 구원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하고 찬양할 때는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을 얻은 후에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지켜나가야 
만 된다고 생각했다.

십자가의 길울 걸으며
구원을 얻은 후 나는 계속 믿음 
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교사

로 일하는 동안 내가 속한 지역 
모든 현의 초등학교 교장들과 투 
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몇 
년동안 최소한의 월급을 받는 불 
이익을 당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에 게 가르 
치는 수업은 전부 무신론 위주였 
고, 지주와 자본가의 사상에 대 
항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라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당시 나의 마음은 한 시도 
평안하지 않았다. 난 매우 고통 
스러웠고 자주 몸이 아팠는데, 
사실은 마음에 병이 든 것이었다. 
결국에는 큰 병으로 도져 오랫동 
안 회복되지 않았고，의사는 병 
명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이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 

호와임이니라』(출 15:26)
나는 당장 병원 옆에 있는 교 

회로 달려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 
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인 적도, 다른 사람에



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간증을 한 
적도 없었다. 더욱이 교사로 생 
활하는 동안 성경의 진리에 합당 
한 말과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면 
나는 교직을 그만두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기도하였다. 정 
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병을 깨끗이 치료해주셨 
고 나는 교직을 그만두었다.

1957년에 체포되어 옥에 갇히 
게 되 었다. 갇힌 지 2개월 후 그들 
은 내가 왕밍다오(王明道:1991 
년 타계한 중국의 대표적 인 가정 
교회 지도자-역자 주)를 알고 있 
는지 심문하였다. 나는 그를 알 
지만 본 적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 
했지만 결국 아무 혐의도 찾지 
못해, 6개월 후 나는 석방되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 아직 젖도 
때지 않은 아들이 집에 남아 있 
었다. 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 감옥의 
환경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고, 
먹을 것도 없었다.

나중에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 
와서 보니 두 살 박이 들은 피 
를 토할 정도로 심한 위장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결 
국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하 
늘나라로 갔다. 하지만 참으로 
평안한 모습이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도 평안하 
게 해주셨다. 주신 자도 하나님 
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 
시다. 내 들은 죽은 것이 아니 
라 내 마음 속에서 잠을 자고 있 
으며, 언젠가는 아름다운 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우

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나룰 * 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
당시 생활은 매우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늘 체험했고 매일 나를 세밀히 
인도하셔서 별로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 이후 남부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물가가 너무 
비쌌고 생활 여건은 좀처럼 나아 
지지 않았다. 낮에는 해야 할 일 
이 너무 많아 저녁에만 잠깐 성 
경을 읽을 수 있었다. 1956년부 
터 1966년까지 비록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마음 만은 주 

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다. 10년이라는 이 세월은 
하나님이 친히 나를 훈련시키고 
빚어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정부 당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지방에 한 개의 삼자교회만 남기 
고 40여 개의 처소를 강제 철거 
했다. 이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 
께 일하셨다. 내가 가는 곳마다 
갈급한 심령에 단비가 내리듯 하 
나님 의 축복이 임 하였고, 동시 에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다. 어 
떤 사람이 나의 은사에 대해 의 
심하여 고발하는 바람에, 대대 

( * 隊)에서는 나에게 강제로 반 
성문을 쓰게 했다. 나는 반성문 
대신 구원 간증을 종이에 썼는데, 
이튿날 대대 측에서 내가 쓴 간 
증을 천 조각에 써 크게 나붙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자보에 
나를 비판하는 글을 쓰게 했다.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매우 기뻤 

다.

다시 감옥으로
1970년 장칭(江靑)의 삼반타격 
운동(三反打擊運動: 오직(汚職)
• 관료주의• 낭비를 타파하자 

는 운동- 역자주)이 벌어지고 있 
을 때, 기독교 신자인 나는 반혁 

명분자로 찍히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않은 한 형제에 의해 고발당했다. 
그는 내가 성경을 인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주었다고 말했 
기 때문에 나는 15년형을 받게 
되었다. 내 죄명이 선포될 때 놀 
랍게도 전혀 상심 하는 마음이 들 
지 않았다. 도리어 내가 먼저 하 
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라 하나 
님 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 
실에 감사를 드렸다. 공안국의 
구치소에 도착한 나는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며 편히 잠만 
자 옆 방의 죄수들이 다 이상하 
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오면 고통 
때문에 한숨도 못 자기 때문이었 
다.

감옥에 있는 동안 다른 죄수들 
에 게 전도하다 7년형 이 더 가해 
졌다. 1976년 외부운동이 긴박해 
진 기간에 다시 복음을 전하다 
독방으로 보내졌고，총살당할 위 
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지켜주셨고，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걸으셨다. 
감옥에서 지낸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은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성 령의 감동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교회의 죄에 대해 통곡하 
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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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
결국 1980년에 반혁명의 누명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아무 죄도 없는 보통 시민이 된 

것이다. 감옥에서 나온 후 하나 
님은 계속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 
하셨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허 
탁하셨다. ’80년 다시 가족들에 
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시아버지에게 구원 
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후에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 
아오도록 하였다. 사단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비방하기도 했 
지만 그 진상은 결국 드러났다. 
내가 돌아왔을 때 이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은 
매우 기쁘게 나를 맞이해 주었다.

그러던 중 ’83년 남편이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이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했다. 그는 일찍이 사단의 미혹 

을 받아 이단을 받아들였는데，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 
었다. 나는 매우 슬펐지만 곧 편 
안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 
였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남 
편을 죽인 택시 기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오직 그 
리스도 때문에 당신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내가 바라는 것은 당 
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로 돌아왔다. 나는 이 택시 기사 
가 노동개조를 당하지 않도록 요 
구하였고 다행히도 공안국에서 
는 가벼운 벌금형 처분만을 내렸 
다.

오직 주만을 위하여
후에 교회에서 누가 큰가에 대해 
분쟁이 일어났다. 나는 그들이 
말하고 읽는 것이 내가 알고 있 
는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것임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들이 쓰는 
자료들을 비평하는 글을 인쇄하 
여 전국의 각 교회에 보냈다. 다 
른 교회마저 옳지 못한 지식으로 
미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비록 내가 교회 안에서 무시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 있어 
나를 인도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러나 교회 연장자들의 의견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에, 몇 번 
의 연락을 취한 끝에 마침내 왕 
밍다오 목사를 만났다. 그에게 
내가 멍터우파이(蒙頭派: 중국 
내 침 례교의 한 지파로서 여인들 
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망사

를 머 리에 써야 한다고 고집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모인 교파-역자 
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은지 

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는 나 
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길 원하신다고 하셨다. 다른 
형제들도 찬성하였기에 결국 나 
는 그 교회를 떠나 다른 지방에 
가서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 
거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 
도 나는 많은 사람들에 게 하나님 
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이 신앙의 여 
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 中國與福音>  제7기에서 발췌 
번역/ 김은희•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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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신도시，쫓겨나는 사람들

중국에 부는 신도시 바람

전통적인 농업 국가인 중국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로 인해 그 면모가 일신되고 있다.
중국 푸젠 (福建)성 스스(石獅)시 같은 경우，7년 전만 해도 우물에서 물을 긷고 정전이 

잦은 어촌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층빌딩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백화점마다 값비싼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등 옛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스스시는 자력으로 급성장을 이룩한 
신도시의 모델이다.

현재 중국은 전체 인구의 70%에 이르는 10억 2,000만 명이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매년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이농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있어 도시는 과포화 상태이다. 
중국 당국은 잠재적 불안요인을 지닌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개방 이래 지난 15년 동안 1,000여 개에 달하는 신 
도시를 조성했으며 향후 15년 내에 인구 20만 명 규모의 도시 432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들 도시는 기존의 도시들과는 달리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국영기업의 수를 가능한 한 줄이 
고 처음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도시를 운영할 방침이다.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이들 신도시는 향후 중국경제의 활력을 대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촌 락 • 도시 수

(단위: 개)
중국의 인구 규모별 도시 수

(단위: 개)

1994 2010( 예상)

촌 락 802,052 미정
도 시 48,075 68,000
대도시 622 1,054

50 만 375
20만〜 50만 173
50만〜 100만 42

100만〜 200만 22
200만 이상 10

출처 :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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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으로 쫓겨가는 도시 이주민촌 사람들

상하이(上海)에서 수백 명의 경찰이 이주민촌을 습격하여 거주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하는 장면이 ’95년 12월 초 중국 지역 TV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베이징(北京) 남부에 위치한 저장<浙江) 마을은 이주민촌 중 가장 성공한 아을이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주거지역의 공터에 세워진 이 □ᅡ을은 오래지 않아 베이징의 주요 의류 상가 

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주민 가족 중 몇몇은 지역 지도자나 지주가 되었다. 이 □볼에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마다 흰 페인트로 굵게 ‘철거’라고 휘갈겨 놓았다. 경찰은 수천 

명의 저장 마을 주민에게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2주간의 여유를 주었다. 얼마 후 

저장 아을은 농민들이 베이징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건물을 철거하는 소리로 가득찼다.

상하이 이주민촌 습격이나 저장 마을의 철거는 도시로 밀려드는 농촌인파를 막아보려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캠페인의 일환이다. 지난 79년 시작된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1억 
명이 넘는 농민이 한밑천 잡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 들었고 저장 미을과 같은 새로운 
이주민 지역에 정착했다. 이런 지역들은 곧 상업 활동의 중심지로 바뀌었으며 경제 개혁의 
성공 사례가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탈세와 범죄의 온상으로 중앙 정부에게 도전적인 존재가 
된 것도 사실이다. 좁은 뒷골목, 싸구려 가게, 형편없는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공장， 

범죄자들…. 이주민 마을들은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불안과 공포의 
무법천지를 이루었다.

국영 언론의 두 얼굴
이주민 지역에 내재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중국 정부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급기야 일련의 강경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강경조치의 첫 조짐은 한때 농민들에게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권장했던 국영 언론으로부터 흘러 나왔다. 이제 신문은 농민들이 도시에 
얼마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지 경고하는 기사로 가득차 있다.
「북 경 청 년 보 부 報 ) 」는 95년 9월 수도 베이징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80% 정도가 이주 

민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 이주민 관리는 통제 불능’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기시는, 이주민 마을들이 갖가지 범법자들에게 안전한도피처 역할을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의 1가정 1자녀 정책을 어기려는 임산부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중국농민 
지 ( 中 國 農 는  최근 기사에서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저장 마을에서만 
마약 중독자가 2천 명에 이르고 마약 거래 조직도 6개나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부흥의 일등공신 -  농민
그러나 중국 정부는 농민들의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82년 이 래 연 10%씩 성 장이라 
는 경이적인 기록을 이루게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은 도시 지역으로 이주, 경제 
성장 붐이 일고 있는 해안 도시와 베이징에서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인민폐 8원(한화 800원)도 안 되는 일당을 받으면서 기꺼이 일하고자 한다. 
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중국의 일부 국영 기업체들에게 확실히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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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 
는 노동자들은 대부 
분 농촌에서 올라온 
이들

‘사회주의 홍콩’ 선천의 뒷골목

농촌에서 무작정 
도시로 떠나온 
“맹류(盲流)” 가족

최근 중국에 신도시 건설 붐이 일고 있다

‘보호’ 밖의 사람들
국내 여행 제한이 완화된 이후 정부가 주민들의 이주를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도시 

거주민들이 주거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으레 무시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쉽게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주민 지역에서 이제 자신들의 금전적인 성공과상대적으로 고립된 여건이 
떠돌이 불량배들을 끌어 모으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시 당국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불평 한다.

이 주민들이 정상적인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취한‘조치’는 거의 전무하 
다. 정부의 한 연구원은 베이징에 사설 학교를 열고 농민들에게 도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그리고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정부가 농민들을 통제할 방도만 궁리하지 말고 함께 
대화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참조: 「중앙일보」(96. 1. 11)
「Newsweek」(9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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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대체되는 농촌의 노동 

인력
중국의 전형적인 농민인 가오펑 
(高風)은 올 봄 파종을 마친 후삼 
륜자전거를 끌고 사흘이나 걸려 
베이징(北京)에올라와지금까지 
머물고 있다. 하루 종일 가구를 
운반하고 재생용 신문지를 모아 
버는 돈은 겨우 몇 푼뿐이지만 농 
사로 벌던 액수의 곱절이다.

가오도 대충 1억 1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베이징 ‘떠돌이 인구 
(민공:民. D ’에 합류한 셈이다. 이 
들 대부분은 남성으로, 대도시에 
서 허드렛일로 일당 벌이를 하다 
보면 벌이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시골 논밭 
을 등졌다. 그러나 그들이 고향에

남겨둔 일은 누군가 대신해야만 
한다. 가오는 “아내는 아직 그곳 
에서 잡초를 뽑고, 가축을 기르 
고，아이들을 기르고 있다. 그녀 
는 내 몫의 일까지 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중국의 일부 농촌에서는 
쟁기질，벽돌 찍기，무거운 짐 지 
기 둥 과거 남성들이 하던 일들을 
포함, 농삿일의 80%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노동 분 
화로 인해 여성이 가장 크고 값싼 
노동력이 되는, 성(性)을 기반으 
로 한 새로운 농업 하층민이 생겼 
다고 베이징 농대 사회학과 궈루 
이상 교수가 지적했다. 지난 주 
중국 당국은 이 런 현상이 사회 적 
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우려를 형

식적으로나마 표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겨냥한 선전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제, 사회 적 지 
위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 
표했다. 금세기 말까지 시골 여성 
8명 가운데 7명꼴로 출산，의료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 
다. 그러나 그 계획은 권고만 가 
득할 뿐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 
는 것은 별로 없다.

개혁개방이 농촌여성에게 가져 
다 준 것은
오랫동안 중국 사회는 지구상에 
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였 
다. 과거제도가 각계 각층의 소년 
들에게 입신출세의 기회를 열어 
주었지만 시골 소녀들은 집을 벗 
어날 수가 없었다. 또 일단 시집 
을 가면 사실상 시부모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또한 여 성들이 미혼 
으로 죽으면 족보에서 지워졌다.

1949년 공산혁명으로 여성들 
은 형식상으로나마 평등권을 부 
여받았다. 농촌 여성동맹도 장려 
되었고 전족(纏足) 풍습도 불법 
화되었다. 그러나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지위는 그대로였다. 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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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세우고수확한 뒤 생긴 얼 
마 안 된 돈으로 가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가장인 남성에게 달려 있었다.

그런 세상에서 덩샤오핑(鄭小 
平)의 시장개혁은 축복인 동시에 

고난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도 
시로의 엄청난 인구 집충은 허드 
레 가자일을 하던 여성들에게 농 
삿일이라는 큰 짐을 지워줬지만， 
그로 인해 여성들은 농토의 주인 
이 되었다. 예컨대 중국 동북부의 
한 마을에서는，남성들 상당수가 
지방 양조장에서 일하려고 농삿 
일을 그만 두게 되자 여성들이 농 

삿일을 떠맡았다. 요즘은 여성들 
이 연락망과 시장 감각을 갖고 있 
어 올해는 당근이 순무보다 잘 팔 
릴 것임을 알아낸다.

우먼 파워의 또다른 바탕은 돈 
이다. 여성은 황금작물로 거둔 수 
익으로주머니를 불리고 있다. 많 
은 여성들에게 그것은 처음 만져 
보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이다. 농촌 지역 남녀 역할 문제 
전문가인 리중민은 “ 애들에게 점 
심으로 즉석라면을 사줄 수 있게 
되었다며 행복에 겨워하는 여성 
들을 많이 봤다” 고 말한다. 그녀 
도 스티로플에 담긴 즉석라면이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점은 인정 
한다. 그러나 발전적 인 측면도 있 
다. 고된 일에 시달리던 농촌 여 
성들이 드디어 돈으로 휴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 여 
성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눈으 
로 확인하고 있다”고 한 여성은 

말했다.
농사를 둥지는 여성들에게 세 

상은 아직 남성의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집에서 가까운 "향진기

업(鄕^ k業)’에서 일한다. 이런 
곳은 중국 산업계에서 가장 착취 
적이다. ’93년 국영노동조합이 정 
한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2%도 못 된다. 여 
성들은 대부분 가장 천한 밑바닥 
일을 맡는다.

진이홍(金一紅) 교수는 최근 
중국 농촌 노동에 관한 논문에서， 
열악한 조건 때문에 여성들이 종 
종 태업，파업을 하고 기계까지 
부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장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평 
생 고달픈 농사일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인 것만은 사실이다. “농 
촌 여성들이 요즘은 어떤 채소를 
심을 것인지 결정권을 갖고 있지 
만, 자진해서 농촌에 남은 것은 
아니다” 라고 베이징 소재 통합농 
업개발센터의 린즈빈(林志斌)이 
밝혔다.

정부의 구태의연한 여성의식

중국 정부는 아직도 여성 농민의 
증가 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농민에 
게 신품종과 화학비료를 소개하 
기 위해 개설하는 지도 교육이 있 
다. 그러나 베이징의 한 서방 농 
업 전문가는 “강의 대상이 가장 
인데 이는 당연히 남자를 의미한 
다”고 밝혔다.

중국 여성들을 상대로 한 정치 
선전은 은연중에 국가 운영을 맡 
은 남자들의 편협한 태도를 보여 
준다. 리평(李鹏) 총리는 최근 ‘열 
녀(烈女)’ 한수윈이라는 여성을 
칭찬했다. 한은 남편이 먼 지방에 
서 군(軍) 생활을 하는 동안 농삿 
일뿐만 아니라 병든 시할머니와 
눈먼 시동생을 포함한 9명 가족

의 뒷바라지까지 했다. 리 총리는 
“그처럼 고된 일을 해내느라 한 
은 두 다리에 중병 이 생 겼지만 그 
녀의 편지에는 조국과 인민해방 
'군, '그리고 인민에 대한 사랑뿐 

이었다”고. 했다. 그의 메시지는 
여성은 남편과 조국의 번영을 위 
해 골병이 들도록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여성들은 최소한 자기 딸 
만이라도 더 나은 기회를 갖기를 
소망한다. 농민들은 거의 예외없 
이 자기의 아들, 딸들이 농촌을 
떠나 돈벌이가 더 좋은 공장일을 
하기를 바란다. 중국 내 빈곤 지 
역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 
우가 많은데，그런 경우 아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딸은 집에 
남아 일을 하는게 보통이다.“경제 
적으로 윤택한 지역에서 딸을 교 
육시키는 것은 농촌이 아닌 곳에 
시집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리중민이 설명한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은 농촌 처녀가 가정 
부나 애보기，혹은 매춘부가 되겠 
다고 하면 환영하겠지만, 사실상 
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흔 여성 
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다. 그들 
이 설 자■리가 열리는 날까지 농촌 ᅵ 
여성들은 농지를 떠나지 못할 것 
이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농촌 
오지는 더 가난해져 국가적인 위 
험요소가 될지도 모른다.

〈Newsweek〉 95. 8. 23 "Left Behind in 
the Countryside" 발췌，정리

點兒累了/YOU diSnr lei \el 여우 디 얼 耶 1 러/  조금 피곤합니다.! 7 7



버 려 지 는  여 아 ( 女 兒 ) i ， 

오 으 아 제 한 으 1 비 극

가족계획법의 그늘
중국은 12억이라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1973년 중 
국 정부는 도시 지역은 가구당 1 
명, 농촌 지역은 2명까지만 아기 
를 낳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가족 
계획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결과 
적으로 이 법은 수백만 명의 여아 
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셈이 되 
었고，또다른 수백만 명의 여of를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했다.

중국의 가족계획이 낳은 참상 
을 대변하는 일화로 우물에 던져 
지거나 죽게 방치되는 여아들에 
관한 것만큼 안타까운 이야기도 
없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인 
권감시단 아시아 지부의 보고서 
에는 훨씬 잔혹한 만행이 아직 ^  
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고아원에 밀려드는 아이들 대부 
분이 여아다. 그러나 고아가 아니 
라 기아(棄兒)다. 고아원에서 영‘ 
양실조로 죽어가는 게, 우물에 던 
져지는 것보다 훨씬 비참할 수도 
있다.

홍콩 국경 부근의 한 중국 영아 
원. 부모로부터 버 림받은 한 여아 
가 어두컴컴한 골방의 간이침대 
에 누워 있다. 영아원 직원들의 의 
도적인 방치 아래，그 아이는 자기 
배설물에 뒤범벅이 된 채 굶어 죽 
도록 되어 있다. 중국 전역의 수백

만 여아들은 엄마의 자궁 속이나 
요람을 벗어나기도 전에 소리없 
이 죽어가고 있다. 중국의 여아 기 
피 풍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 
다. 그 하나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유교사상 때문이고, 또다른 이유 

는 개 방 이후부터 지 난 10년 간 중 
국 곳곳에 태아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기가 널리 보 
급되었다는 사실이다.

남다여소(男多女小)가 몰고올 재 
앙
대다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처 
럼 중국인들도 남아를 선호한다. 
남자는 일을 할 수 있고 집 안 소유 
의 토지를 상속받아 그것을 보존 
하며，또 집안의 대를 잇고 늙은 
부모를 봉양할 수 있다. 그러나 여 
자는 자기 몫의 재산을 몽땅 신랑 
과 시댁으로 가져가고 시부모를 
모신다. 그 결과 부모들은 대개의 
경우 하나밖에 가질 수 없는 첫아 
이가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면 
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중국 농촌에 초음파 검사기가 
보급되고 가족계획법에 따른 낙 
태(낙태의 대상 중 97%가 여아) 
가 시행되기 전에도 중국에서 유 
아 살해는 흔한 일이었다. 전체적

버려진 중국의 여아들은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중국에서 입양한 딸을 안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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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농촌 
지역에선 여전히 여아를 물에 빠 
뜨려 죽이거나 굶어 죽도록 내버 
리는 등 영아 살해가 자행된다. 신 
생 여아의 사망률은 남아보다 
15%가 높다. 가장 흔한 방법은, 
점쟁이나 중매쟁이가 반드시 알 
아야 할 이름과 생년월일시를 적 
은 쪽지와 함께 여아를 포대기에 

싼 채, 전국 9백개 소의 국영고아 
원 문밖에 갖다 놓는 것이다. 쪽지 
에는 부모가 딸자식을 버릴 수밖 
에 없도록 만든 법을 원망하는 내 

용이 담겨 있을 때도 있다. 물론 
대다수 부모들，특히 법적으로 두 
자녀가 허용된 부모들은 여자 아 
기가 태어나도 계속 기른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판디(盼弟:‘아들을 
기다린다’는 뜻), 자오디(招弟:‘남 
동생을 데려오라’) 둥의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여아 감소 현상의 심각 
성에 대해 행정당국은 잘 알고 있 
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해도 속수 
무책인 듯하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 매년 혼기에 이 
르는 중국 남성 중 1백만 명은 배 
필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이미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매춘 증가와 여성 납치, 신부 
매매시장까지 예상되고 있다.

현대판 노예상둘 신부감 매매
중국 허베이(河北)성의 평범한 
농촌 마을 바오안툰(保安Tfi). 그 
러나 현대판 노예상들에게 납치 
되어 이곳에 신부로 팔려온 13명 
의 여성들에게는 감옥이나 다름 
없는 곳이다. 창살과 높은 담장, 
심지어 쇠사슬 때문에 도망친다 
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이

다. 어린 여성을 36만 원(한화) 상 
당액을 주고 사 온 농민 천(38)은 
“철저히 감시하자신부는 곧 체념 

한 둣 도망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1년 뒤 사내아이까지 낳 
아줬다”고 한다.

중국 농촌의 어린 소녀나 젊은 
여성이 납치되어 남자의 소유물 
로 팔리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 
이다. 중국 당국도 문제의 심각성 
은 인정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남녀 성비(性比)의 불균형 때문 
에 인신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신부를 팔고 사는 건 봉건시대 
중국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1949 
년 공산 정권을 수립한 마오쩌둥 
(毛澤東)은 강제 결혼을 금하고 
인구 이동을 파악, 규제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를 엄격히 실시하도 
록 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 말 

이래 중국의 최고 실권자 덩시조 
핑(部小平)이 추진하고 나선 경 
제개혁은 정부의 통제 약화로 이 
어져, 빈곤 지역 여성들이 일자리 
를 찾아 고힝을 등지는 일이 날로 
늘어났다. 인신매매 업자는 일자 
리를 미끼로 시골 소녀들을 유혹， 
납치하며 강간까지 일삼는 경우 
도 있다• 게다가시골에서 결혼 비 
용에 다 신부 측 가족에 대 한 선물 
명목으로 드는 돈이 1백만 원(한 
화) 정도인 반면 신부를 사올 경 
우에는 최소 20만 원이면 된다.

6년 전 고향 광시(廣西)성에서 
진룽(18)을 비롯한 어린 여성 4명 
은 “ 일자리가 흔한데다 베이징을 
제 집 드나들 듯 들락거릴 수 있는 
기막힌 곳” 이라는 이웃집 친척의 
됨에 넘어가 바오안툰까지 오게 
되었다. 며 칠을 기차를 타고 가던

어느날, 이웃집 친척이라는그사 
내가 소녀들에게 남편감을 찾아 
주겠다며 거부할 경우 버리고 가 
겠다고 협박했다. 돈, 신분증도 없 
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신부감 
으로 팔리게 된 것이다. 진롱은 
“아들을 낳고 나니 딴 생각이 안 
들더라”고 했다.

바오안툰에는 32만 원에 팔려 
와 삼형제의 아내가 된 여성도 있 
다. 지난 해 중국부녀보(中國婦女 
報)에는 윤간을 당한 뒤 아킬레스 
건이 잘려 도망가지도 못한 채 6 
개월 동안 다섯 차례나 팔려 다닌 
광둥(廣東)성 출신의 한 여성 이 
야기가 실리기도 했다.

중국 농민 대부분은 팔려 온 어 
린 여성들을 전혀 불쌍하게 생각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오안툰의 
한 농민의 경우처럼，아내가 아이 
까지 버린 채 도망간 이웃이 안됐 
다는 표정들이다. 최근 허난(河 
南)성 시골로 팔려간 한 농촌 소 

녀를구하기 위해 노력한어느 여 
권운동가의 베이징 사무실에는, 
법원이 신부를 산 남자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1백여 통의 항의 편 
지가 쇄도했다. 신부를 샀다는 이 
유만으로 어떻게 정직한 한 남자 
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는 것이 
다. 그 여권운동가는 “여성을 사 
고 파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중국에서 그렇게 되려 
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Newsweek〉95. 9. 1 "An Ancient 
Commerce Revives" 발췌，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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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덕기금회 관련 기사률 읽고
지난 7월 2일 본지 편집부는 흉콩 애덕기금회 해외연락사무소 김종구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호(7, 8월> 〈중국을 주께로〉에 실린 “반환 1년을 앞둔 흉콩 교회의 전망”(pp.. 73-75)이라는 기사 중 애덕기금회에 관련된 
부분이 왜곡되어 독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는 ‘삼자교회’와그 삼자교회 노선에 반대^는 ‘비삼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나 중국 사역자들도 삼자교회와 비삼자교회에 대해 각자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본지의 입장은 삼자교회와 
비삼자교회 모두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양측의 견해를 균형있게 실음으로써 상호이해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본지의 필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김종구 목사님의 편지문 일부와 
애덕기금회 사역에 대한 소개를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 애덕기금회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런 심황에 있는 홍콩 교회들은 에 [ᅥ한가? 벌써 교회는 L瞎대로의 생존을 위해 중국 삼자교회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미 刀[울릉(구릉) 도심지 한목프！에 위치한 교회 건물에는 애덕기금회(중국 교회가 

외국의 자본을 1 어들0 0 1 위해 설림한공식그I관) 간판0 1 걸려있다』■<중국을 주께로> 7,8월호 74쪽ᅳ

첫 번째，이 기사에서는 애덕기금회를‘중국 교회가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립한 공식기관’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마치 애덕기금회가 은행이나 브로커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애덕기금회는 중국 교회가 사회선교를 펼쳐나가기 위해 해외 기독교회와의 협력하에 중국 농촌개발, 의료위생, 
교육, 사회복지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1965년 설립되었을 때부터 남경에는 
본부를, 홍콩에는 해외협력 사무실을 두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연락사무소의 주요한사업은 애덕기금회 
본연의 사업 외에 중국 교회의 신앙고백을 세계 교회로 알리는 일 등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의 
한 성과로 1968년부터 세계성서공회와 연합으로 애덕성 경인쇄공장을 세워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 일의 대부분이 해외 교회의 헌금으로 이루어졌으되，모든 계획과 시행은 
중국 기독교인들의 선교전략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덕기금회 해외연락사무소(홍콩)는 1985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현재의 위치 
(Kowloon Union Church)로 옮겨왔습니다. 현재 이 교회 건물 안에는 많은 가난한 NGᄋ들이 입주해있습니다. 
예컨대, 홍콩기독교여성연합회 , 베쑨하우스( 필리핀 이민노동자들의 단체 ), 아시아해외노동자센터 , 그린파워 ( 녹색 
운동단체), 그리고 애진교회라는 한인 교회도 이 안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곳에 임대해 있는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애덕기금회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어떠한 정치적 힘을 
갖고서 들어온 것이 아니며 o|■울러 이 교회는 홍콩인들의 교회가 아니므로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전혀 없음을 
밝혀둡니다.

세 번째, 홍콩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중국 교회와 교류함에 있어 애덕기금회 해외연락사무소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연락사무소는 주로 홍콩 이외의 해외 교회(미주, 유럽, 한국 및 아시아 교회 등)와 중국 교회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교회는 이미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직접 중국기독교협회와 교류,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반환을 앞두고 홍콩 교회의 불안한 전망과, 애덕기금회 사무실이 구룡 시내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연결한 사실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문맥을 갖고 길게 늘어놓아'죄송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짧게 된 규정이 독자들에게 엄청난 선입견을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총 속에서 하시는 일마다 귀한 열매 거두시길 기원드립니다. 살롬!!

애덕기금회(Anity Foundation) 
해외연락사무소(Overseas Staff Associate) 

김종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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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I 회

린이 들의 권익 보호 사업 으로 농촌 부녀 자들에 게 기 
술을 가르치고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로 하여금 학 
교에 다시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애덕기금회는 1985년 중국의 기독교 신도들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위생, 교육, 사회복지, 농촌 발 
전 활동 둥을 하고 있다.

에덕기금회의 주요 목표

1. 사회발전과 대외개방에 공헌한다.
2. 각계의 인사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중국 기독교를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공헌을 한다.
3. 세계 각국 국민과 왕래하며 자원의 교류를 나누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

애덕기금호!의 정신

애덕기금회는 중국 건설은 반드시 중국 인민이 주 
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는 것을 믿는다.

애덕기금회의 주요 활동 방식은 하부조직，지방 

정부，전문기구와 종교단체의 협력이며，이를 통해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애덕 
기금회는 ’80년대 개혁 개방 정책의 결과로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독립된 결정권을 갖는다.

애덕기금회는 국민의 가난을 없애고 변혁을 이루 
는 것을 주요 원동력으로 삼는다. 때문에 사회교육， 
위생, 부녀, 환경보호 등 종합적인 발전의 사항을 
진행할 때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애덕기금회는 중국 기독교 신도가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을 제공한다. 비록 중국 
의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 
지만，그들은 애덕기금회를 통해 교육, 위생，사회복 
지와 농촌 건설에 공헌할 수 있다.

에덕기금회의 활동

농촌 발전 사업

애덕기금회는 농민들을 격려하며，각종 자원을 이 
용하여 농촌에서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인간 발전을 중심으로 농촌 사업을 전개한다.

지방 농촌에 관개시설을 건설함으로써 계속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연료가 부족한 지역에 소형 
메탄가스장을 건립하여 주민생활，위생조건을 개선 
하고，생태환경을 보호한다. 이밖에도 여성들과 어

사회사업

애덕기금회는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외 전문가와 협력하여 
장애 청소년과 일반 장애인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기타 사회복지 기구나 단체에게 
필요한 시설과 기금을 제공한다.

재해지역 복구 활동
애덕기금회는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에 관심을 
갖고 재해를 당한 지 역 주민에게 긴급한 의 • 석 - 
주 및 의료혜택을 준다. 과거 수년 동안 학교，진료 
소，사회복지 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을 재건하 

고 민가와 교회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의료위생, 보건
애덕기금회는 초급 의료위생, 보건을 중요하게 생 
각한다. 소수민족 주거지 중 변두리 빈곤지 역 에 산 
부인과，외과 등의 전문과목(6개월 과정)을 개설하 

였으며，이외에도 전문의 양성반과 1년제 농촌 의사 
양성반을 열어 서남과 서북지역 농촌의 의료 위생 
담당자를 양성하였다.

교육
애덕기금회는 1985년부터 외국 강사를 초빙해 활동 
하게 한 이후 지금까지 70여 곳의 고등학교와 협 력 
관계를 맺고 있다. 영국，미국, 일본 등 10여 개 국가 
에서 온 외국인 교사들은 중국 교사들과의 긴밀한 
협 력 하에 중국 교육 사업을 촉진하고，특별히 빈곤 
지역의 교육사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애덕인쇄유한공사

애덕기금회와 세계연합성 경공회는 공동으로 애덕 
인 쇄 유한공사를 설 립 하고 성 경 과 기 타 기 독교 서 적 
을 인쇄하였다. 1996년 초 이미 천이백만 권의 중국 
어성경을 인쇄，발행하였으며，소수민족의 문자로 
도 성경을 번역하였다.
< 애덕기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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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눈’으로 주목받는 화상(華商)의 고향

광둥(廣東) • 광시(廣西) 
푸젠(福建) • 하이난(海南)

광둥•광시 황족자치구•하이난성•푸젠성은 중국 화남 경제권의 중요한 지역이다. 광둥성은 중국 최초로 대외개방 
정책을 실험한 성으로，선천을 비롯한 다른 연해지역과 개방도시에 대외개방 정책의 경험과 교훈을 보여준 
모델이다. 하이난성은 1988년 4월, 성으로 승격되었으며 다섯 번째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대만과 인접한 
푸젠성은 산지와 구릉이 70%를 차지하고, 1,100개 이상의 도서들이 산재해 있어 천연의 우수한 항구들이 많다. 
특히 이곳 출신의 화교들과 대만의 거상(巨商)들이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광시왕 
족자치구는 5개 소수민족 자치구 중 하나로, 윈난성과 함께 베트남에 인접한 중국 서남부 변경지역의 성이며 
’90년대부터 동남아 화교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경제개발 지역이다.

이들4개 성은 홍콩•마카오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연해지역이며, 라오닝성- 베이징-산둥성 일대오ᅡ, 상하이-장 
쑤-저장 일대와 함께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3대 성장축(growth pole>이다.

광 중 ( 廣 東  • 奧  • G u ^ n g d G n g )

위치: 중국 남동쪽, 주강(珠江) 삼각지에 위치한 무역항이다. 서쪽은 광시 랑족자치구,
r  s ~ 북쪽으로 후난(湖南)성과 장시(江西)성이 있으며 북서쪽으로 푸젠성과 인접하고 있다.

면적: 18만 knf
ᄀ ) 인구: 약 6，525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366명/knf
민족: 리(黎)，먀오(苗)，랑(壯)，후이(回)，만(滿)，서(會)，야오(搖)족 등이 거주하고 있다.
1인당 생산액: 6,463 위엔(元)
행정구역: 성도(省都)-광저우(廣州)
직할시-20개의 지급시，18개의 현급시，58개 현，3개의 자치현 3개
경제특구- 선천(深圳)，주하이(珠海), 산터우(油頭) 둥
기후: 북회귀선이 본 성의 중앙부를 지나며，중국에서 위도가 가장 낮다. 연평균 기온이
23°C 내외이며，강수량은 1,500mm이고，5〜11월 간 자주 태풍의 습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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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진미의 광동요리.

야오(提)족 주민들이 컬러 텔레비전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

화남 경제권의 핵심 광둥
광등성은 화남(華南) 경제권의 발전을주도해 온 핵 
심이 되는 성으로，장쑤(江蘇), 저장(浙江) 등 화동 
(華東) 지역과 함께 중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고 있 
다. 광둥성은 중국 총인구 5.5%, 전 국토면적의 
1.9%를 차지하며 우리 나라 남북한을 합친 것과 비 
숫한 크기이다. 또한 자본 및 기술 축적, 경제성장률 
등에서도 우리 나라와 조건이 가장 비슷한 성 이다.

16세기 서구 열강의 동방정책으로，중국 남동부 
연안에 서양인들의 해상무역 루트가 개발되었다. 
당시 중국 베이징 정부와 가장 먼저 물고를 튼 나라 
는 포르투갈이 었지 만, 광둥성 을 본격 적 으로 개 발한 
나라는 동인도회사를 통해 아편 수출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아편전쟁을 일으킨 영국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상하이(上海)와 
더불어, 이후 서구 열강의 중국 침탈의 본거지로서 
남아 있었다. 한편 광둥성에는 언어, 피부색，생김새 
등이 서로 다른 많은 종족들이 뒤섞여 있다. 광저우 
와 그 부근에 있는 개화된 종족은 지능，기업 정신, 

예술 면에서 다른 중국인 보다 우월하다. 이곳 주민 
들은 객가족과 토박이 광둥인들인데 총명하고 계산

이 빠르며 장사에 특출나서 대상업과 운수업에 뛰 
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투쟁의 불꽃이 타오른 광저우
인구 320만의 중국 남부 최 대 도시를 자랑하는 광둥 
성의 성도로，국제 무역항인 황포항이 있으며 홍콩 
과 함께 일찍부터 서구의 영향을 받아들였다. 주강 
(珠江) 삼각주는 기름진 농토와 아열대 기후로 농작 
물과 수산물의 혜택을 받아서 예로부터 번영해 온 
곳이다. 또한 이곳은 19세기 아편전쟁 시 임칙서(林 
則徐)가 영국 상선의 아편을 몰수해 소각한 곳이며， 
신해혁명 당시 청조 정부에 대한 무장봉기가 일어 
났던 곳이다.

광저우는 태평천국의 창시자 홍수전(洪秀全)，청 
말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했던 강유위(康有爲) 등과 
함께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孫文)을 
배출한 도시이다. 특히 손문은 주강 하류인 황포지 
구에 황포군관학교를 설립했다. 주강을 중심으로 
상구로와 하구로는 광주 도심 의 대표적 인 번화가이 
다. 노신기념관, 중산기념당,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廣州起義烈士陵園) 등은 중국의 현대사를 상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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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사의 현장이다.

개혁개방의 선두주자 선천(끊께)
홍콩과 인접한 항구 도시로 광저우와 홍콩의 국경 
을 맞대고 있는 선천 경제특구는 덩샤오핑(部小平) 
의 개발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표 
적인 도시이다. 일개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선천은, 
1979년부터 시작한 대외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금은 고층빌딩의 비즈니스 센터와 공장들이 몰려 
들어 ‘사회주의 홍콩’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항 
구의 공업지대로서 항구로부터 화물이 운반되어지 
는 것 외에도홍콩과샤먼(厦門)행 여객선도 출항한 
다.

주하이 (珠海)
주강을 사이에 두고 선천과 홍콩을 바라보는 쪽에 
위치해 있다. 크게 주하이 시구와 경제특구，더우먼 
현(斗門縣)으로 나뉜다. 1980년 마카오에 인접한 시 
의 일부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래 경공업과 남해 
유전의 개발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산터우(山頭)
광저우 시 동북쪽 후이양(惠陽)지구，산터우 시 행 
정구 및 메이(梅)현 지구를 합쳐서 광둥성 동부라 
지칭한다. 북쪽으로 장시성, 동북의 푸젠성과 접하 
며, 남해안의 광대한차오산(潮油) 평야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는 농수산업 요지이다. 광둥요리로 유명 
한 차오저우(潮州)는 도자기와 밀짚모자로도 한몫 
을 하고 있다. 메이현은 특히 많은 화교를 배출한 
곳이며 주로 객가인(客家ᄉ)이 많다.

기독교 역사 및 현황
1581년 천주교예수회의 루기어리와 마테오 리치가 
마카오를 거 쳐 광둥성 자오칭(肇慶)에 들어 와 교회 
룰 세우고 전도하였다. 1807년에는 런던선교회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광저우에 도착, 제한된 곳 
에 숨어서 중국어 신약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의 흔 
적이 깊은 곳이다. 이로부터 침례회, 런던선교회, 영 
국 장로회 북미 장로회 등에서 꾸준히 광둥을 전초 

기지로 삼아 중국선교의 열기를 뿜기도 했다.
1951년 린시엔까오(林獻품) 목사가 집회를 연 다

84 謝謝你/Xfe xie ni/ 세세니/ 감사합니다.

마잔 교회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 
정교회이 다.

광둥성은 중국의 남대문으로, 홍콩 마카오와 연 
접한 관계로 많은 신앙서적이 유입되어 이들의 영 
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만，《광둥성 종교활동 장 
소 행정관리 규정》이 44호 문건으로 발표되면서 
종교사무국이 이 지역을 주시하고 있는 등，종교활 
동의 압제가 특히 엄하여 가정교회들이 쉴새없이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현재，이 
지역에는 232개소의 교회가 등록되어，200명이 넘 
는 사역자와 14만 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방의 영향으로, 광저우의 삼자교회가 유아 
원과 의복공장, 전기공장 둥의 사업을 벌였고，광둥 
의 동산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유아반을 운영하여 신 
도의 자녀들이 예배에 참가하고 있다.

와농선 연남(連南>민족소학교 선경.



광 八 ᅵ 향 쪽 자 八 ᅵ 구 ( 廣 西 壯 族 自 治 區  • 桂  • g u 효n g x T )

위치: 화남지방 서부에 위치하여 베트남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광시 광족자치구는 광둥, 
후난, 윈난, 구이저우 둥 4개 성과 접경하고 있다.
면적: 23만 krf
인구: 약 4,380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190명/b f
민족: 대부분 랑족. 중국 전체 광족의 92%가 난닝, 바이써(百色)，허디(河池), 리우조우 
(柳州)에 거주. 그외 둥(個), 징(京)，마오난(毛難)，후이，이(舜)，수이(水)，걸라오(f乞後) 
둥 11개 소수민족과 소수의 한족이 살고있다.
1인당 생산액: 2,091 위엔(元)
행정구역: 성도(省都)-난닝(南寧)
직할시-8개 지구，6개의 지급시, 62개의 현，12개의 자치현,
3개 경제특구- 리우저우(柳州), 구이린(桂林), 우저우(梧州), 베이하이(北海), 난닝 지구, 
리우저우 지구, 구이린 지구, 우저우 지구，바이서 지구, 허디지구 등 
기후 : 아열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하며 비교적 태풍의 피해가 적은 데다 수열(水熱) 조건 
이 특히 좋다. 위도가 우리보다 낮아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괜지 모르게 
한기가 오싹한 겨울이 있다. 우저우(梧州) 위까지는 겨울에 눈도 볼 수 있다. 여름철의 
우기뿐 아니라，겨울철에도 비가 많다. 아마도 기묘한 구이린의 산수와 이강으로 인한 
지형 탓이라고 볼 수 있겠다.

천상의 무풍도원
광시 는 풍부하고 01•름다운 자연조건을 구비 하고 있 
다. 특히 광산자원이 풍부한데, 그 중 망간, 주석, 
안티몬 등의 매장량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하천이 많고 낙차가 커서 홍수하 
(to K 河)는 중국 수력발전의 보고이다.

광시성이 처음 한족 중심의 중국 역사에 등장한 
것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백년 전쯤이 
다. 실제로 이 지역은 원(元)대의 정복전쟁으로 동 
남아시아까지 중국의 직접적인 영토가 확장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남방의 소수민족 자치정부가 유 
지되었으며，중앙정부의 통치를 받은 적은 거의 없 
었다.

청대에 이르러서야 행정적으로 광시성으로 불렸 
으며, 1M4년에 랑족자치구가 되었다. 광시성의 산 
악지대는 남부 변경지역에서 남쪽은 북부만에 이 
르고 남서부는 월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있3이 
상이 산악지대로서 상상을 뛰어넘는 기묘한 멋이 
있다.

이강(滴江)가에 개발된 구이린의 자치구 안에는 
광족, 먀오족 등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그 중 광족은

소수민족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 
고 있으며 그 가운데 90%가 이곳에 살고 있다. 광족 
은 현대 중국사에서 혁명파의 대열과 손잡은 것으 
로 유명하다.

난닝 (南寧)
광시 랑족자치구의 수도인 난닝은 베트남 국경에서 
2201皿지점에 위치한 아열대 도시로 시의 별명이 ‘두 
도(杜都-숲의 도시)’ 이다. 이곳에 있는 이령암(伊嶺 
岩)은 면적 24,000m!의 무명현에서 발견된 대규모 
종유동으로 그럴듯한 민화와 전설이 숨어있다. 광 
시 랑족자치구 박물관은 소수민족의 풍속과 생활， 
사찰건축의 복원 등을 볼 수 있다.

천하제일의 산수 구이린(桂林)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서, 구이린이란 지 
명은 시내에 심겨진 많은 박달나무(중국명 계화:桂 
花)에서 유래한다. 광시 랑족자치구의 동북부에 위 
치하며 면적은 4천 knf로 인구 약 1 백만 명이다. 봄철 
은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도 비가 많은데, 겨울에 
는 바람이 불지만 그리 춥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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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수(七星水), 첩채산(叠彩山), 상비산(象鼻 
山), 복파산(伏波山)，정 병산(淨瓶山), 노인봉 등 ‘하 
늘 밖에 기봉이 옥석인양 늘어섰고，천만 개의 홀 
(^)이  허공에 깔렸도다’라는 시구로 산수를 표현했 
듯이, 웅장한 조각의 세계에 들어선 정교하고 신묘 
한 예슬품처럼 느껴진다. 카르스트 석회암 지역에 
계림의 푸른 산봉 및 기이한 동굴과 바위 말고도,ᅵ 
투명한 이강, 도화강, 소동강은 산을 뚫고 지나가며 
‘첩첩의 산그늘 푸른 물위에 드리웠으니 산이 없고 

물이 없어서야 무슨 경계랴’ 저절로 싯구가 떠오르 
게 한다.

수상문호，우저우(梧州)
우저우 시는 인근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등 
뒤에는큰산이 받치고 있다. 계강(桂江)，심강 O fa )
이 이곳에서 만나고, 물색이 푸르러 사람들이 “원앙 
강(駕鸯江)”이라 했다. 지리적으로 수력발전의 조 
건에 우월하고 광주의 깡우(港澳), 북쪽으로 리우저

시원한 폭포수 아래 
시를 짓는 이(S)족 시인

우(柳州)，구이 린에 닿아 위로는 난닝(南寧), 바이써 
(百色), 룽저우(儲州)와 연접하였다. 오늘날, 우저우 
는 남방 내륙운하의 교차항구 중 하나로 수상 운반 
무역을 회복하여, 날마다 공상의 발길이 빈번해지 
고 있다.

기독교 역사 및 현황
중국내지선교회를 위시한 여러 선교회가 공 
산혁명 직전까지 이 곳에서 개척선교를 담당 
했다. 20세기 초에 중국내지선교회에서는 우 
저우에 남중국 선교본부를 세우고, 1949년까 
지 65개 교회를 개척 했다. 문혁 당시 지방 정 
부에 의해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집단 농 
장에서 강제 노역에 희생되었다. 산과 언어의 
장벽으로 이 지역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심한 
제압을 받았다. 광족들에 게 성 경 과 기 독교 문 
서들이 그들의 언어로 보급되도록 기도가 요 
청 된다.

!라오 족의 부녀
수이(水)족의 젊은이!

8 6  請進來/QTng jin 때/  칭 진 라이/ 어서 들어오세요.



罕 g ! (福建  • 閲  • fyjjap)

위치: 대만의 북서쪽에 있으며 중국 동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저장성 
서쪽으로는 장시(江西)성이 있으며 남서쪽으로 광둥성과 경계를 이루며 북동쪽으로는 
동중국해, 동쪽으로는 대만해협, 남동쪽으로는 남중국해와 접하고 있다.
면적: 123,100 knf
인구: 약 3,116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256명Arf
민족: 주민의 90%가 한족이며 서(會)，후이, 만저우족 등의 소수민족이 있다. 특히 푸젠 
의 후이족 인구는 3만여 명으로, 진장(晉江)，후이안(惠安), 취안저우(泉州) 등 해협에 
거주하고 있다. 그 외 만，멍구，꾸산족 둥이 살고 있다.
1인당 생산액: 3,902 위 엔
행정구역: 성도(省都)-푸저우(福州, 복주)
6개의 지급시- 푸저우(福州：)，샤먼(夏門), 산밍(三明), 푸텐(蒲田), 취안저우(泉州), 창저 
우(潭州)시 등
3개 지구- 남평(南平)，영덕(寧德), 용암(龍岩) 지구，그외 14개 현급시, 50개 현이 있다. 
기후: 전형적인 몬순 기후이고，겨울에도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는다. 연평균 기온은 
20 t, 연평균 강수량은 1,200~2,000丽이다. 해안지대는 대만산맥이 비를 가리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륙의 산지쪽에 비가 많이 온다. 여름에 비가 많고, 늦여름과 초가 
을에 태풍이 오는 경우도 많다.

사탕수수의 보고(寶庫) 푸젠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은 해안을 따라 발전 
한 상업, 어업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내륙의 95% 
가 산악지대로 농경지가 총 면적의 12%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계단식 밭이다. 양곡은 거의 수입 
에 의존하고, 해안부에서는 벼 이모작도 가능하다. 
사탕수수, 차，담배, 유채, 땅콩, 밀감 둥이 주요 농산 
물이다. 석탄, 철, 구리 둥 지하자원이 풍부한 편이며 
근래 공업건설이 추진되어 산밍(山明)시의 제강소 
를 비롯한 철강, 방직，제지, 제당, 제다(製茶) 둥 근 
대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대부분의 도시들은 공업도 
시화하고 있다. 특산품으로는 종이，칠기, 자기 등이 
며 지형상 곳곳에 소규모 발전소를 갖추고 있다.

푸젠성 연해지역 사람들은 개방, 진취적이며 모 
험심도 강하고 장사도 잘한다. 그러나 산간지대 주 
민들은 보수적이며 대단히 배타적이다.

보리수의 도시 푸저우(福州)
북송시대 가로수로 심은 용수(格樹:보리수)가 무성 
하게 자라 ‘용성(格城)’이라고 불리는 푸젠성의 성 
도이다. 평균 기온 1 9 t로 여름과 겨울이 온난하여

지내기 좋다. 아편전쟁 이후 강제로 개항된5개 항구 

중 하나이며, 푸저우 교동 교외의 고산(鼓山)에는 
25동의 전당에 2만여 책의 고판 불경 이 있는 용천사 
( I K 寺)가 있다. 구선산이라고도 하는 우산(于山) 
에 오르면 푸저우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화려한 이국의 멋올 풍기는 샤먼(厦門}

푸젠성 남부의 제2도시로, 연평균 기온이 17~21°C 
라는 온후한 기온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산지가 많 
고 대만과 근접하다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남을 
까봐 이목을 끌지 못했다가, 1980년 산터우와 선천， 
주하이와 함께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국제적으로 

도 주목받게 되었다. 명 나라 때부터 대외무역항으 
로 번영해 왔던 항구도시 특유의 화려함과, 각지로 
부터 찾아든 인파로 혼잡하기도 하며 이질적인 문 
화가 느껴지는 곳이다. 특히 꾸랑위(鼓浪峡)는 샤먼 
서남쪽 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면적 l,78knf의 
해상화원이며, 남경조약이 체결된 이후 조계가 되 
어 외국인 별장이 많이 지어져 서구풍 건물이 가득 
하여 만국건축박물관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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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역사 및 현황

다른 지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복음화 되었는데, 
특히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외국 선교위원 
회의 협조로 복음전파에 공헌하였다.

문혁 기 간 동안 아모이(厦門, 샤먼)에서 홍위 병 이 
수천 권의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을 불질렀으며 기 
독교인들을 불길 가까이에 무릎을 끓게 하는 등 기 
독교인 박해는 극에 달했다. 그 심한 박해에도 불구 
하고, 어두운 기간에 오히 려 강력 한 그리스도인 공 
동체가 형성되어 그 어떤 성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 
도인들을 얻게 되었다.

1989년 현재 이 지역 삼자교회 신도는 최고 82만 
명에 이르고 있고, 교회가 한해 기개씩 세워지는 등 
집회소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신도들의 열성적 
인 헌금과 해외 교포들의 헌금의 결과로 평균 4~5 
일에 하나씩 교회가 세워진다.

근래 교회들이 복음전파와 영성훈련을 위한 집회 
와 전도대회를 거 행하거나 청년회를 결성하여 수련 
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 지역 삼자교회는 사회사 
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결혼소개소, 여성 야간 
국민학교, 노년복지회, 탁아소，영어반 등을 개설하 
며, 교회 측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복리증권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꾸산족의 전통 무용

0 P i t !(海南  • H&in호n)

거'! 위치: 중국 제2도서 인 하이난도와 남해제도 중 시사(西沙) • 난샤(南沙) • 중샤(中沙) 군
도와 암초 및 그 영해를 범위로 하고 있다. 북으로는 경주(壤州)해협을 사이에 두고

I  t 광둥성과 마주하고 있다.
면적: 3.4만 knf
인구: 약 686만 명(’92년 현재)

* 인구밀도: 202명/ krf
민족: 한족이 80%를 차지하며, 리(黎)족이 70만 명으로 20%를 점하고 있고, 광시에서
이주해 온 마오(苗)족이 3만 명, 그외 랑족과 후이족이 있다.
1인당 생산액: 2,376 위엔(元)
행정구역: 성도(省都)-하이커우(海口)
2개 지급시와3개 현급시- 싼예(三業)시, 통스(通什)시, 징하이(琼海)시，단저우(窗州)시
그 외, 7개 현과 7개 자치현 등이 있다.
기후: 비교적 강우량이 많은 중국에서 유일한 열대•아열대 지구이다. 연평균 기온은
22~26°C이며 연간 강우량은 2,000~2,600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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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면서 중국이라고 여기는 이는 베이징 관리들 
뿐인 하이난 성은 비중국적 이기로 대표적인 곳이다. 
섬 중에서 대만 다음으로 큰 섬이다. 중국이라기 보 
다는 동남아 지역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곳은 역대 반역자나 모함을 받은 충신들의 귀 
양지였다. 명나라 때 한족의 남하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 었을 때 광둥，광시, 베트남, 라오스 등의 소수민 
족이 이곳으로 쫓겨왔다는 말도 있다. 최근에는 중 
국과 베트남의 국지전이 벌어진 1978년경，통킹 만 
을 건너 약 25만 명의 화교들이 하이난 섬으로 건너 
왔다. 현재 인구는 6백만 명 정도이 다. 기존에 이 곳 
에 있던 먀오 족은4만 명, 리 족은 70만 정도 였다고 
하는데 한족과의 오랜 교류로 중국어와 문자를 사 
용한다. 염전과 구리，티타늄 등 천연광물이 다량 
보존되어 있다. ‘동양의 하와이’라 불릴 정도로 풍경 
이 름답기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중국 정부는 
1988년 4월, 광둥성에서 분리하여 하이난도를 하이 
난성으로 승격하였고, 경제 특구로 개발하고 있다.

하이커우( 海 口 )

인구 26만의 하이난성 성도로 섬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이난 성의 현관인 동시에 성의 정치 • 경제
• 문화 • 교통의 중심지이다. 하이커우 시 서쪽에 

위치한 해서묘(海瑞墓)는 명대의 유명한 지방 정치 

가이자 횡포한 권력가에 항거 했던 인물인 해서(海

端)의 업적을 기리는 사당이다- 

산야(山亞, Sanya)
하이난도 국제적인 피한지(避寒地)로서 대동해와 
아상만이 아름답다. 근처 녹회두(鹿回頭) 반도에 
있는 녹회두공원에는 리(黎)족의 전설을 형상화한 
사슴과 소녀의 상이 세워 져 있다. 산야 시 동쪽으로 
20km에 있는 아상만(牙箱灣)은 긴 수평선과 바닷가 
의 선인장이 특히 이국적이다.

만녕현의 동산령은 하이난 제일의 산이다

하이난성 하이커우 시의 해서묘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我身樹艮好/W6 sheriff h6n h5o/ 워 션티 혼 하오/ 저는 잘 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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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제가 있는 곳에는 한국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거리마다 한국인 사업가，여행자， 
그리고 선교 일꾼들이 넘쳐납 니다.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오는 한국인들이 많은데，최근에는 조선족들에 의히! 많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시내에서는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사람은 거의 다 한국인이며 이들을 
때리고 돈을 엣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족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여 신고를 

해도 공안 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 당연하다는 
표정입니다. 한국인에게 이곳은 정말 무법지대와도 같은 곳입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조선족들의 반감은 점점 심해지는 듯합니다. 어느날 우연히 
만난 택시 운전사는 제가 조선족인 줄 알고 서슴없이 한국인 욕을 하더군요. 택시에 

탄 한국인들이 조선족 아가씨들에게 100 달러, 200 달러를 마구 집어주는 것을 
보면 속이 뒤틀린다는 것입 니다. 여기 저기 현지처를 두고 돈 좀 있다고 겨대며 
조선족들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이들의 반감은, 선교 일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비롯해서 대개의 한국인들은 조선족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웃에 사는 조선족들은 한국인들과 잘 

지내다가도, 어쩌다 조금이라도 입보이면 금방 공안에 고발합니다. 일꾼의 집에 

공안이 갑자기 들이닥쳐 뒤지고 압수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1，2년 정도 살다가 ‘이젠 괜찮겠지’ 하고 성경 둥 기독교용품을 집안에 진열하고 

살던 어떤 선교사도, 갑자기 들이닥친 공안에 의해 2년 동안 발로 뛰며 수집한 

정보들과 가정교회 성도들을 끽은 비디오 테이프 둥 중요한 자료들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곳의 삶은 불안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성육신의 태도와 지혜로움을 갖고 한족, 조선족들을 대해야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90  1 你； 樣?/Nf z^nme yang?/ 니 쩐머 양/  당신은 어떻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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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에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이들의 영적 상황은 대체적으로 
어둠습니다. 크리스천 학생들도 신앙적으로 지도할 사람이 없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2시에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과외지도를 받는다 해도 저녁이 되면 할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이렇다 할 모임이나 오락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들이 갈 곳이라고는 가라오케와 술집뿐입 니다. 그러다보니 영적으로 흔들리고 
타락하는 크리스천 학생들이 많습니다. 유학생들을 지도하고 섬길 분들과 이들 

간의 영적 교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제가 있는 지역에 기독교 청년모임이 시작되어 유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 한 분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이 모임에서는, 중국인들에게 뭔가 선한 것을 보여주자는 의도에서 중국 사회에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비를 걷어 파출소에 보내 

방범비를 후원하기도 하고，스스로 방범대를 조직하여 한국인과 관련된 범죄를 
막아보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관 상그] £]에 기 득 ^  성 n< j;f tn융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세관을 통과하다가 옛긴 물건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평소 절친한 관계에 있던 세관원 한 명을 찾아가 통과되지 못한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했더니,세관 창고로 들어가서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창고에 

들어갔을 때 저는 너무나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창고가 아니라 
큰 건물 같이 넓은 곳에 핵역이 쌓여 있는 것이 모두 성경, 찬송가였습니다. 그것도 
몇백 권씩 들은 박스가 포장도 풀어지지 않은 지! 어마어마한 높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양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성경 한 권 얻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처소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원래 찾으려던 물건은 이미 맨 밑 구석에 처박혀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성경과 찬송가를 가능한한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찾으려던 물건의 번호표가 있었지만 설마 확인할까 싶어 당당하게 
들고 나오는데, 세관원이 번호표를 맞춰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물건도 

아니면서 왜 다른 물건을 갖고 가냐며，기독교인도 거짓말을 하냐고 묻더군요. 너무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을 붉히고 있으니，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 번에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원래 찾으려던 물건을 갖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세관원과 연결이 되지 않아 아까운 기회를 놓쳐 버렸지만, 지금도 그 
거대한 창고에 쌓여 있던 성경과 찬송가가 눈에 선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시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소각해야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세관원들이 

해외에서 들어온 기독교용품을 돈을 받고 판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그 물건들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꼭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有點兒累了M iu  diSnr lei lei 여우 디얼레이 러/  조금 피곤합니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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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홈(Mission Home) 사역올 하고 있는 저는 단기사역 차 오시는 분들과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현지 안내를 하고，현지 상황을 

알리는 일 둥이 제게 맡겨진 사역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곳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분들로 인해 가슴을 졸이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미션 홈이기에 더더욱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데, 바로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제게, “혼자 중국선교 하냐?” 며 핀잔을 주십니다.

단기 사역자들 중에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행동히!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도，정작 현지에 오면 종횡무진, 용감하게(?) 행동하시는 문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 열차에서 공개적으로 노방전도를 했는데도 공안이 꼼짝하지 않았다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어느 
대학생 선교단게가 거리에서 찬양하며 노방전도를 하다가 현지 삼자교회에 의해 

추방 명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안원들의 생리를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안은 
외국인이 오면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애씁니다. 외국인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어도 
심하지만 않으면 국내에 있을 때는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일을 끝내고 간 이후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덮치는 것입 니다. 용감하게 전도하고 

떠나버린 단기 사역자들과 관련된 교회： 장기 사역자，가정교회 사역자들은 줄줄이 
연관되어 계속 어려움올 겪게 되며, 장기 사역자들은 움츠러 들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단기 사역자들의 열정은 칭찬할 만하지만, 조그마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남아있는 이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 2  | 你吃什麽?/NT chi sh6nme?/ 니 츠 션머/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



궁국 EJIl]인 관111는 이정개

일 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값비싼 선물 공세로 일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 번에는 더 비싸고 좋은 선물을 해야만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마치 평생 책임져 i  것처럼 해놓고,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듯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인을 중국인들은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지에서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 ‘관시(關 係 )’를 맺으려는 일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중국인들, 특히 사역에 도움올 줄 수 있는 정부 관리나 

공안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성과 신뢰가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값싼 한국제 넥타이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미소와 함께 건네줄 
때 무척 좋아하고, 나중에 아무리 어려운 부탁을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에를 씁니다. 인간적인 유대가 든든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독신 신: 2AE  신도ᅵ는 7! *
최근 한국에는 결혼 적령기를 넘겨도 독신으로 사는 여자들이 많지만，중국 
여자들은 20세〜23세가 되면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중국 사회는 아직도 우리 나라 
60년~70년대와 같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 서른이 훨씬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사는 여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봅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중국에선 더욱 눈에 띄며 희한한 경우로 받아들여지기에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냐고 저에게 물을 때마다，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귀찮아 사업하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둘러대곤 합니다.

억압되었다가 갑자기 개방된 중국사회의 성적 문란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y  니다. 
거리를 지나는 중국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과 화장은 여자인 제가 봐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될 정도입 니다. 특히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쉽게 돈을 

벌기 위히! 술집 둥에서 일하는 조선족 처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 사업가들이 이곳에 현지처를 두고 사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목음을 전하기 위해 온 일꾼들 역시 허다한 유혹과 시험에 

놓여지게 됩 니다. 특히 독신 혹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역하고 있는 이들은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곳을 위해, 그리고 다방면에서 공격받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어두움을 깨치는 빛이며 싸움의 무기입니다.

이성은/중국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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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선 교 사 의  선 교 비  책 정 에  관 하 여

Q 저는대전에 있는 한교회 
에서 선교위원회 위원장 
으로 섬기고 있는 김0 0  

장로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단독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중국에 
파송하려고 하는데，선교비를 얼마 
정도 확정해야 될지 몰라 문의드립 
니다. 제가듣기로는 중국의 일반근 

로자 한 달 월급이 우리 나라 돈으로 
4만 원 내외이고, 물가도 우리 나라 
에 비해 월씬 저렴하다고 하던데 사 
실인지요?

파송할 선교사님 가족으로는 사모 
님과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에 다니 
는 남매가 있습니다. 4인 가족의 선 
교비로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아 
울러 정착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최근 들어 장로님이 섬 
기시는 교회처럼 중국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들이 많아지는 것은 중국선교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 
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 실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 
문에, 선교비 책정에 혼선을 겪 

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 
다.

먼저 장로님께서 언급하신 대 
로 중국의 임 금 수준이 나 물가는 
매우 낮다고 그동안 알려 져 왔습 
니다만, 최근 중국의 물가는 가 
파른 상승세를 보이 고 있습니 다. 
그래도 우리 나라에 비해서는 비 
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교사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생활비를 산 
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 
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주거비 때문
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국 
가나 소속회사가 배정한 집에 살

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 나 외국인은 최소 
월 20만 원(한화) 이상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중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둘째, 교육비 때문입니다. 최 
근 중국에서도 도시 지역의 초 • 
중등학교 교육비 부담 증가가 사 
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만, 외국 
인의 경우 기부금과 함께 공납금 
도 외국 수준으로 별도로 책정되 
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가 의외로 
많이 듭니다. 여기에다 선교사님 
내외분의 언어연수 비용까지 합 
하면, 4인 가족의 교육비로만 최 
소한 월 50만 원은 들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이 밖에 일반 생활비의 경우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몇 가 
지 사항만 감안하더라도 중국에 
서의 생활비가 만만치 않음을 알

你吃吧!/NfT chi ba!/ 니 츠 바/ 자. 드시지요.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 신문 
지상에 발표된 세계 대도시 소요 
생활비 비교표에 따르면, 서울과 
베이징이 각각 네 번째와 여섯 
번째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으 
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 
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통계가 
되겠지만, 이것도 참고할 만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선 
교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하 
겠습니다. 선교비는 대체로 생활 
비와 교육비, 그리고 사역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생활비<4인 가족 기준, 한화}
월세(20~40만 원) • 식비(15~20 
만 원) •옷  • 신발•잡화비 (10 만 
원) . 교통비(3~5만원) • 의료비
• 공과금 • 예비비 • 기타{10~

15만 원) 등 
이 중에서 월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베이징，상해 
같은 곳에서는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월세가 최소한 30~4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도심 외 
곽 지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면 연길이나 장춘, 심양 둥지 
에서는 월 15~20만 원 정도면 
그 정도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 
습니다.

► 교육비
대개 학기별이나 분기별로 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월수로 나 
누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사 언어연수 비용(12~20만 
원), 선교사 개인 과외비(3~5만 
원), 자녀 교육비(7~15만 원) 등 

교육비 역시 지역과 학교에 따 

라 차이가 많습니 다.베이징어 언학

원, 북경대와 청화대 등 지명도 

가 높은 대학의 언어연수 코스의 
경우 학기당 $1，200~1,400이고, 
지방의 경우 $1,000 정도입 니 다.

자녀 교육비도 지방 도시에서 
훨씬 적게 드는데, 대체로 초 ■ 
중등학교의 경우 분기당 $500은 
든다고 봐야 합니다. 한 가지 알 
아 두어야 할 점은，외국 학생이 
중국 학교에 전 • 입학할 경우, 
대개 한화 200만 원 내외의 기부 
금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같 
은 학교에 입학하면서도 개인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 
의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경우 
도 있어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 점 차 관례화되 는 추세 입 니 다.

► 사역비
사역비는 선교사의 사역 성격과 
범위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 만 최소한 월 20~30만 원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 이 사역 비는 양육비，중국 교 
역자 지원비，교통비 등으로 쓰' 
입니다.

► 정착비
역시 지역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 
니다.
임대보증금(40~80만 원), 두 자 
녀 입학 기부금(400만 원), 전화 
가설비，가전제품 구입비(150만 
원)，기타{100만 원), 항공료 등

이상 선교비와 정착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흑 제 
가 잘못 알고 있거나 빠뜨린 것 
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가고자 
하는 지역과 선교사님의 가족 형 
편에 따라 소요되는 선교비의 차 
이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 
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어 렵 
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장로님 께서 참작 
하셔서 귀 교회 선교사의 선교비 
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무쪼록 귀 교회의 중국 선교사역 
에 많은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면 
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동화 /  본지 발행인

“ 剧 니 다 . 중 문 1• 

에 ^ 여아입A!으!

“꼼합니다 중 간 1…”는독자여

러분이 참여하시는 난입니다. 
중국선교 혹은 중국에 관련된 
여러분의 상담 문의를 환영합 
니다. 이미 중국 사역을 시작 
하신 분이나，현재 사역을 준 
비하고 계신 분들이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성심성 
의껏 답해 드리겠습니 다. 편지 
나 팩스，PC 통신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5 4 ： 서울시 서 비 1본융 

1 5 6 -1  헤 H  3이 5 

(5 131-obo) 
팩스: 0 2 )5 9 9 _2 거86 

PC 통생 현리0 5INI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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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트 랜 스 월 드  라디오(Trans World Radio, 
이하 TWR)는 1954년에 창립된 국제적 
인 선교방송 단체로 전세계 11 개의 송신 
소를 통해 110개 언어로 복음방송을 하 
고 있다.

TWR 한국선교회는 1995년 9월에 창 
립되었으며，현재 중국의 200여만 조선 
족 동포와 2,200만 북한동포를 대상으로 
방송사역을 하고 있다.

트^스일드 2 F I오 방융으」목 H
TWR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 
람들에게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정규적인 신학교육 및 신 
앙훈련을 받기 어려운 교회의 지도자들 
과 성도들이 방송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한국신：2인 ^  utr<?
1991년 싱가폴에서 열린 TWR 지역책임자 수련회에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선교는 한국 
교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한 선교사의 발제가 있었다.

같은 시기, 홍콩 CMKChina Mission International)의 사무엘 왕(Samuel Wang) 목사는 
중국에 사는 조선족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홍콩CMI는 보통어, 객가어，조주어， 
광동어 등 중국 대륙에서 사용되는 5개 방언의 복음방송에 다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96 好吃嗎?/HSo chi ma?/ 하오 츠 마/ 맛있습니까?



에드먼드스피커 국제 TWR부층재와 한국선교회 정인수 부총무

방송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한국 C.C.C.의 「새생명 2000 전도제자 훈련교재」를 
6개 방언으로 번역하여 매일 15분씩 방송하게 되었다.

1997년 7월 1 일 홍콩 귀 속을 앞두고, 홍콩 CMI는 현재까지의 사역을 각 방언으로 분류하여 
미국과 싱가폴, 대만, 오스트리아로 분산하였다. 이때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방송 
사역을 한국에서 인수하기를 희 망하였고，그리하여 1995년 9월 12일 신촌성결교회 이 정익 
목사를 초대 이사장으로 한국선교회가 발족되었다. 1996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15분에서 
30분으로 늘려 방송하다가 4월 1일부터는 매일 1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E 5 r 0방 인  정험으로

공기 중의 파장을 이용해 소리를 먼 곳까지 전달하는 원리를 따르는 방송 송출은, 크게 중파 
(Md-W ave)와 단파(Short-Wave)로 나뉜다. 우리가 보통 듣는 AM 방송은 중파방송으로서， 
공기 중의 전리층에 흡수되어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송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각 지방에 지방 방송국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파방송은 인공위성 없이도 전리층에서 반사되어 지구의 반대편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다. 영토가 작은 한국 지형에서는 단파방송이 불필요하지만, 거칠고 넓은 지형을 가진

|挺好吃/TTng hao chi/ 팅 하오 츠/ 매平 맛있습니다.| 9 7



중국의 경우는 방송국 중계소를 수백 개 세우는 것보다 한 지 역에서 쏘아올리는 단파방송이 
적당하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는 단파라디오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TWR 한국어 복음방송은 한국에서 녹음되어 광에서 송출하는데, 한국을 향해 쏘아 올리면 
러시아와 몽골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가청권이 된다. 그러므로 각 지 역마다 송출소 
를 세우는 방대한 투자가 불필요하며, 작은 스튜디오 하나만으로도 전세계 인구의 80%를 
가청권으로 할 수 있는 송출이 가능하다. 한국어 방송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전해질 수 있다.

‘SF I오 2 인’으」2 밉고J 동기

1991년4월, 헤이릉장(黑龍江)성의 한자매가주변에 있는 10여 명의 신도들을어떻게 양육해 
야 할지 방법을 강구하다, 직접 광둥성 선천( » 川)까지 내려와 방송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당시 방송국 직원이 2대의 라디오를 자매에게 선물로 주면서, 매일 밤 형제들 
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음으로써 양육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3년이 지난 후 이 자매가 
다시 선천으로 내려와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현재 우리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이미 천여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은 복음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성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5F I 오 2 2 J’으J UI2
1992년 3월 17일 TWR은 ‘라디오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세웠다. 서기 2천년까지 중국에 1 백만 
대의 라디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디오 교회’란5，6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라디오를 통해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전도를 통한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라디오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이유는 현재 중국 내 성도들이 부딪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 중국의 현실을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가 10시간 정도의 신학 훈련을 받은 후 전도 

사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보다 체계적인 장, 단기 신학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실제로 경험이 부족한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의 
부분을 설교해야 하는 괴로움을 호소해 온 적도 있다. 이들은 체계적인 신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초신학 및 성경공부 등을 요청해 온다.
• 외딴 시골에 사는 수많은 신도들은 10여 리를 넘게 걸어서 집회에 참석한다.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예배에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 성도수에 비해 목회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튼튼하지 않다. 그래서 

쉽게 믿음을 잃어 버리고 심지어 이단과 사교(邪敎)에 빠지기도 한다.

S 로그]첨 개말리 지I약

성 경 낭독뿐 아니라 주일 예배 실황인 ‘신 령과 진정 으로’, 전도와 성 경공부 인도 방법을 소개하

98 謝謝你/Xi6 xie ni/ 셰셰니/ 감사합니다.



는 ‘새생명 2000’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일주일에 30분씩 두 번에 걸쳐 방송되는 ‘TWR 
방송신학’에서는 구약개론과 신약개론 등을 소개하며, 매주 토요일 찬양 프로그램을 통해 
찬송가를 가르치기도 한다.

중국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고，심지어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동북지역만 해도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전도자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공식적인 예배를 녹음 방송하며，‘기도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기도 응답과 간증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소개 한다. 또한 모퉁이돌선교회 와의 협 력으로 이루 
어지는 북한 대상 프로그램 ‘광야의 소리’가 있다.

조선족이나 한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단체를 소개하며,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들에게 한국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기쁜소식 . 좋은 만남’은 이들 
에게 풍성한 교제와 사귐의 장이 되고 있으며, 비기독인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트랜스월드 라디오는 순수한 라디오 교회로서，모든 사역에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주일예배 방송시 설교하는 목사뿐 아니라 협력하는 교회 이름도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 교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후원 및 동역 관계가 깨어지는 안타까운 때도 있다.

삼군(三軍) 2 략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할 때，이제 10/40 창문지역에 살고 있는 미전 
도종족과 복음전파의 문을 닫고 있는 공산권 국가，회교권 국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은 한국 교회가 중국과 북한선교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기회이다. 
복음전과의 자유가 없는 중국을 향한 전략에는 종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TWR은 이러한 
전략을 육 • 해 • 공의 삼군이 합작하는 것으로 비유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직접 중국에 들어가 사역
• 중국 내에서 비밀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방송을 소개, 그들로 하여금 양육되도록 한다.
• 성능이 좋은 디지틀 단파 라디오, 성경, 성경교재를 보급한다.
• 편지로 육성되는 청취자를 방문，라디오와 편지로 부족한 부분을 양육한다.
• 모니터 요원은 중국 내에서 방송을 수신하여 본부에 수신상태를 보고한다.
• 중국 내 상황을 파악하여 청취자에게 알맞은 방송이 제작되도록 한다.

해외 사역
• 해외 교회에서 기도와 재정으로 중국선교를 후원한다.
• 단기선교 계획을 세워 라디오와 성경, 기독교 서적 등을 운반하는 일을 돕는다.
• 해외의 화교들을 격려하여 친척들에게 라디오를 선물하게 하고 복음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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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한 복음전파 및 양육
• 전도자의  발길이  닿기 힘든  산 골 이 나  시골  구석구석까지  복 음 을  전 한 다 .

• 고정적인  지 도 자 가  없는  중 국  내 교회에  성 경 공 부 와  공 중 신 학 을  통하여  신 앙 을  바 로  

잡고  지 도 자 를  육 성 한 다 .

TWR 방송 시간표

단파 SW2, 31m band, 9475kHz 베이징(北京) 시간 오전 4:30~5:30, 한국 시간 오전 5 3 0 ~ 6 3 0

시 간 월 화 수
금 토

4:304:35 신령과
진정으로

매 일 성 경 ( 성 경 낭 독 )

4：35-5：00 새 생명2000 기도학교 새 생명2000 광야의소리 다함께 찬양을

5：00-5：30
기쁜소식 
좋은만남

TWR
(구약) 

방송신학

구약 
성서강해

TWR
(신약) 

방송신학

신약 
성^강해

재미있는 
성경나라

사랑이 
가득한 집

己111 rv 융 供  ia>H

• 단파  라디오의  전원을  켜고  단파  주 파 수  9475kHz를  맞 춘 다 .

일본 , 한국 : +1시간(시 간 표 의  시간에서  1시간을  더하면  현지 시 간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3귀 2 (무 120111) 트랜스월드 라디오 

전호h (02) 323-7683

현재 방한 중국인 근로자를  양육하고 계시거나  곧 중국에 들어가실 분들 

(기초 중국어를  마치신 분)을  대상으로 신생명，신생활 중국어 제자훈련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1. 新生活班(8주 과정，신생명 수료반)
주 2회 (90분)

화•목 오전 10:30〜12:00

2. 新生命班(8주 과정)
주 2회 (90분)

화•목 오후 1:30〜3:00

특징: 소수정예제 
회비:월 30,000원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9월 3일 개강

중국0^ ! 교호1 W
S  02) 594-8038, 02) 53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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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비로움으로 가득하다. 중국 문 
o  화 가운데 옥은 지질이 세밀하고 색 

깔이 온화하며 조각이 정교한 아름 
다운 돌을 대표한다. 또한 고귀하고 완벽하 
며 굳은 절개와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오랜 역사와 더불어 옥은, 이미 
중국인의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중국인의 눈에 더할 나위 없 
이 진귀한 보배로 여겨지고 있다.

옥의 깊은 풍미는 산천(山川)으로부터 물 
려받아서 중국인의 시각에 천지만물의 영화 
로움으로 비쳐졌고, 옥을 조각하여 기물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뜻도 지니 
게 되었다.

公 며 으  1 
옥  0 ^

하늘과 땅의 상징
중국 고대인들은 하늘은 둥근 모양이고 땅 
은 네모난 것으로 믿었기에 둥근 모양의 ‘옥 
벽’(玉璧: 둥근 모양으로 다듬은 옥을 말함) 
은 천신(져» ) 숭배，네모난 형태의 ‘옥종’(玉 
琼:정사각형 흑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다 
듬은 옥을 말함)은 지신(地神) 숭배의 뜻으 
로 받아들여졌다. 용과 봉황은 고대 중국인 
들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령한 동물이며 
씨족 생명의 근원으로 받들어졌는데, 이로 
인해 예로부터 천지의 영화로운 옥을 취하 
여 용과 봉황을 새겼으며, 장신구로 삼아 군 
자의 고귀한 인품을 상징으로 삼았다. 여기 
에서 ‘군자의 덕은 옥에 비긴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이 옥을 지니면 그 덕을 
보여주는 것이며, 죽은 사람이 옥을 달면 그 
영혼이 위로를 얻는다’고 하여，4천여 년 전 
중국에서 최초로 사람을 매장할 때 대량의 
옥을 시체와 함께 묻었다. 특히 하늘의 둥근 
형상의 옥벽과 땅의 네모난 모양의 옥종이 

많았다. 이 것은 천지와 통하고 사람과 신이 
서로 교류한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독특한 모양의 옥을 조각하여 
수장하였는데, 이는 옥의 굳은 절개와 온화 
함에 힘입어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바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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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입 속에 물고 있는 ‘옥매미(獨 ) ’는 
얇고 평평한 것이며, 손에 쥔 ‘옥돼지(玉膝)’ 
는 둥글고 두터운 것이다.

제기로 사용된 옥
제기(祭器-제사에 쓰이는 그릇)와 서기(瑞 
器-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신표로서 주는 옥 
으로 만든 홀)는 고대 전례 제도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기(禮 
器-제사 또는 손님을 접대하는데 쓰는 그릇) 
라 부른다. 제기는 선조에게 제사 지내거나 
혹은 천지신명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다. 발 
굴된 고고학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대량의 둥근 옥벽과 네모 
난 옥종을 조각하여 제기로 사용했다. ‘하늘 
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관도 아마 
이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이것이 후일 중국 
인에게 뿌리 깊은 생각이 되어 버렸다. 그리 
고 서기를 지니고 다니거나 옥을 패용하는 
것은 귀족들이 자기의 신분과 권위를 지키 
는 상징 이었다. 예를 들어 옥으로 만든 도끼, 
삽 등은 제례용 예기로 발전하였다. 천자의 
명을 받든 제후가 임무 집행을 위해 외부로 
나갈 때 반드시 그에게 ‘홀을 내려’ 명령을 
내리면, 천자가 부탁한 임무를 높이 받들어 
수행하도록 했다. 예기의 전통이 된 이러한 
종류의 옥 제품은, 한(漢)대 이후 점점 사라 

져 갔다. 단지 황제가 제사할 때만 옥으로 
된 제기를 사용했을 뿐이다.

중국인의 사랑을 받는 옥
옥 예술은 송, 원대 이후에 발전했다. 단순한 
공예 미술에 불과했었는데，제왕이 제전 중 
에 진설한 옥 제품 중 예기를 제외하고 대량 
으로 조각하여 보급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사람들이 고귀한 미감을 지닌 옥을 좋아했 
기 때문이다. 옥은 장신구에서 가장 많은 발 
전이 있었다. 옥을 조각한 개인용품, 놀이 감 
상품 외 에도 필통이 나 붓 빠는 그릇, 물 그릇, 
팔걸이, 인장합등 여러 가지 세밀한 형태를 
만들어 실용성까지 겸비할 수 있다. 조각의

윤택하고 세련된 분위기는 중국인들이 정갈 
하고 고상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반영하 
는 것이다. 개인의 장식품으로는 빗，비녀, 
반지，팔찌，허리띠 구슬 등을 비롯하여 막대 
기，허리띠, 의복과 모자 등 늘 우리 곁에 머 
무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옥 장식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전해진 옥은 지금도 중국 사 
회에서 국민들이 애용하는 장식품이다. 사 
고, 몸에 지니고, 선물하는 등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듯 생생한 옥매미(玉蜂)

옥은 중국에서 더할나위 없는 보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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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녀가 서 
로 마음을 주고받을 때，자녀를 혼인시 킬 때 
옥은 가장 이상적인 예물로 간주된.다. 장식 
품과 감상품의 용도 외에도, 여전히 많은 중 

국인들은 옥이 몸을 보호하고 악귀와 재앙 
을 물리치며 복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기 때 
문이다.

옥은 산천 깊은 곳에서 자라나기에 정결 
하고 화려하다. 그러나 만약 인공적으로 옥 
을 갈아 다듬지 않는다면 그 윤택과 아름다 
운 색은 표현해 낼 길이 없을 것이다. “옥도 
갈고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각 
가들의 기술은 옥을 61•름답게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중국에서 옥 제작은 상(商)나라 때 이미 
성숙되었고, 고도로 발달된 조각 기술로 인 
하여 어떠한 모양의 옥도 제작할 수 있게 되 
었다. 주(周)나라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에 
중국의 옥 예술은 극치를 이루었다. 장인(匠 
ᄉ)들은 더욱 진보된 기구와 효과적인 세마 
기를 제조하여 불후의 예술품을 남겼다. 그 
중 정 련된 옥을 서로 연결하여 조각한 옥 제 
품에 이르러서는 장인의 신들린 기술을 충 
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옥의 장인은 
고객이 요구하는 어떠한 양식의 옥이라도 
조각해 낼 수 있었다.

오늘날 중국의 옥 조각 예술은 전통적인 
조형 무늬 장식과 시대적 예술 풍격이 서로 
결합되어 더욱 홍성하고 있다. 옥은 더이상 

임금이나 장군, 제상 혹은 부호가들의 전리 

품이 아니다. 중국인들은 누구나 옥을 살 수 
있고, 옥을 달 수 있다. 옥은 중국 역사에서 
없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크게 발전하고 빛 
나는, 현대 중국인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예술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옥은 영원한 중국 문명의 상징으로 길이 남 
을 것이다.

위 글은 대만 光華雜誌社에서 발간된〈中國ᄉ的註冊 
商標>에서 발췌한 것이다.
번역/이민선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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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天 開始“講禮貌” „

내일부터 ‘봉사와 친절’로 모시겠습니다. 
我正忙着哩, 你的眼睛呢?
내가 이렇게 바쁜 게 보이지 않소? 당신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0|?

한 상점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대대적인 예절 홍보 프로그램 

준비에 매우 바쁘다.
이때 지나가던 한 손님이 길을 물어보니, 상점 판매원이 벌컥

m  내며 오히려 핀잔을 준다 이래저래 중국에서는 손님에게

친절한 판매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서비스 질을 높인 경쿠도 간혹

보인다



보 도 言 에  ^ I t !

증 교

중국 엔벤(延邊} 선교집회, 이례적 허 

가

세계성신클럽(회장 장향희 목사)은 지 
난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엔벤 지역 
의 한인 교회를 찾아‘‘96 중국 성령 복음 
화 대성회”를 갖고 중국 교포사회의 복 
음화와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예배를 
가졌다. 특히 이번 중국 성회는 한국 
기독교 단체가 정식으로 중국 당국의 
허가를 얻어 중국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조선일보 7. 17)

정지 외교

국제사면위 중국 처형행위 중단축구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 
널)는 두 달 남짓 동안 최소한 1천 명을 
처형한 중국의 ‘ 역사적인’ 범죄 소탕작 
전을 비난하고, 처형의 즉각적인 중단 
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 정부 
가 절도범이나 부랑자와 같은 비폭력 
적인 범죄행위자에 대해서도 처형을 
하는가 하면 “불공정하고 요식적인 재 
판”이 끝난 직후 곧바로 처형을 시 행하 
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7. 4)

대만, 중국에서 물 수입

대만은 중국 푸젠(福建)성 해안 지역 
에 근접한 군사요충지인 금문도(金門 
島)와 마조도(馬祖島)에 물을 공급하 
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물을 수입할 계 
획이라고 대만 정부 관리가 밝혔다. 중 
국 정부는 푸젠성의 4개 저수지로부터 
파이프를 통해 대만의 이들 2개 섬에 
물을 공급할 것을 제의했으며, 대만의 
본토 물 수입 사업은 대만의 대중국 교 
류창구인 해협교류기금회의 감독 하 
에 민간기업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 
다.
(조선일보 7. 7)

대만에 고위급 회담 축구

중국은 9일 대만에 1년 전 중단된 고위 
급 회담을‘지체 없이’ 재개하자고촉구 
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에 유엔을 비 
롯한 국제기구 가입과 외교활동 등의 
독립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회담재개 
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조선일보 7. 9)

중 미 관계 회복 기미

중국 지도자들은 9일 엔서니 레이크 
미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을 맞아 1 
년 여 간 긴장을유지해온 미국과의 관 
계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 레이크 보좌 
관을 수행 중인 미국 관리는 양국 관계 
가 새로운 안정기로 들어설 전망이 높 
아졌으며, 2년 내 양국간 국빈 방문을 
포함한 고위급 접촉을 확대키로 양국 
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7. 10)

뷔순항 외국인에 부분 개방

중국은 뤄순(旅順)항 해군기지를 강력 
출입제한 군사지구로 선언한 지 41년 
만에 외부 세계에 부분적으로 개방했 
다. 이 통신은 이 지역의 부분적 개방 
은 중국의 국력 중강과 외부 세계로의 
개방화 추세 모두를 반영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중국 중앙 당국의 이번 부 
분 개방 허용조치로 북부 233개에 이 
르는 지역에서의 외국 투자가들의 출 
입이 허용된다.
(조선일보 7. 11)

여객기내 보안책임자 동숭 의무화

중국에서 해외로 가거나 해외에서 중 
국으로 들어가는 외국 여객기들은 반 
드시 보안책임자 1명을 동승시켜야 한 
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규 
칙을 위배하여 기내 보안요원 배치 및 
소방，안전시설, 비상장비 구비 등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한 여객기에 대해서는 
공항 서비스의 제공이 금지되고6백~  

6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 
다.
(조선일보 7. 12)

중앙군사위, 해방군 50만 명 감군 결정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년 여 
간의 반복적인 연구 끝에 최근 확대회 
의를 개최, 인민해방군 병력을 현재 3

미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올 만나는 
장쩌민(江澤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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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명에서 50만 명 감군하기로 정식 
으로 결정했으며, 장쩌민(江澤民) 중 
앙군사위 주석의 재가까지 끝났다고 
‘권위있는 해방군 소식통’이 밝혔다고 
홍콩의 명보( 明報)가 주요기사로 보도 
했다.
(조선일보 7. 17)

중국 위안부, 최초로 일본 법정에서 증 

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종군위안부였던 
2명의 중국 여성이 19일 도쿄 지방법 
원에서 자신들이 종군위안부가 된 경 
위와 당시 겪은 고초를 증언했다. 이날 
증언을 한 리슈메이(69) 씨와 류미안 
환(68) 씨는 전쟁기간 중 겪은 피해에 
대해 8천만 엔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낸 중국 종군위안부 4명 중 일부로, 종 
군위안부가 일본 법정에서 증언하기 
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7. 20)

중국■인도 「미-러 주도 핵실험금지 
조약 수락용의 없다j
중국과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 
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 TB T) 
초안을 수락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평화적 목적의 핵 
실험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도는 미국 등이 주도하는 초안에 서 
명하는 대신 핵강대국들의 핵무기 폐 
기 일정을 자세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미국, 러시아 등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7. 25)

대만 공직자 중국방문 금지 해제

대만은 29일 양안(兩岸)교류를 촉진하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만성장과 현 
지사 및 시장들의 중국 공식 방문을 허 
용키로 결정했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 
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7. 30)

외환매매 허용

중국에 진출한 모든 외국 투자기업들 
이 중국국내 은행과지정 외국계 은행 
에서 외환매매가 허용되는 등 중국의

외환개혁 조치들이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7. 1)

세계 제3위 조선국으로 부상

중국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세계 제3 
위의 최대 조선국이 되었다고 신화통 
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국가계획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 
하고 중국은 지난 ’95년 총 1백75만톤 
에 달하는 선박을 건조했으며 이중 
90%를 해외에서 판매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7. 4)

2년 간 관세 점진 인하

중국 정부는 앞으로 2년 간 관세를 조 
금씩 인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세수의 30%인 관세수입이 15% 
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일보 7. 6)

푸젠성 대규모 개발, 2천년까지 3백억 

달러 早입

중국 지 도부는 오는 2,000년까지 푸젠 
성 동남부 연안에 ‘대만해협 서안 번영 
지 대’를 건설, 대만과의 3통 및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푸젠 
성 동남지구는 중국 내에서 대만과 가 
장 교류가 많은 푸저우(福州) 등 5개 
대도시와 43개 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만2천knf의 면적에 1천9백만 
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조선일보 7. 9)

베이징에 대만은행 허용

중국은 대만계 은행이 올해 내로 베이

구호식량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

징(北京)에 지사를 설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베이징시 부시장이 밝혔 
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문회보(文酒 
報)가 주요기사로 보도했다. 한 관리에 
의하면 6월말 현재 베이징에 투자한 
대만 기업들은 총 1천6백 개이고 투자 
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미화 21억 달러 
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7. 17)

신용카드 시장 급성장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신 
용카드 발급이 중국에서 급증하면서 
비자 인터내셔널사는 중국이 5년 뒤에 
는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들 가운데 비 
자사의 5대 시장 안에 들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중국의 카 
드 결제망에 병목현상이 심해 은행과 
소매점들간에 카드로 거래할 수 있는 
전국적인 시설망을 설립하는 데 애로 
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7. 18)

중국 경제 올 상반기 9.8% 성장

중국 경제가 올 상반기에 안정된 산업 
생산 증대，농업 생산증가, 그리고 투자 
확대에 힘입어 9.8%의 성장을 나타냈 
다고 국가통계국이 밝혔다 
(중앙일보 7. 20)

증국，미등록 해외 투자기업 단속

해외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3분의 1이 
중국 정부에 공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단속을 받게 될 것이라 
고 중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중앙일보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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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범죄자 768명 처형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중국 당국의 범 
죄에 대한 집중단속 과정에서 2개월동 
안 최소한 768명이 처형된 것으로, 중 
국 지역 언론들이 보도한 처형자 숫자 
집계 결과 나타났다. 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마약범죄와 관 
련, 쓰환( 四川), 윈난(雲南), 구이저우 
(貴州), 푸젠성과 광시 랑족자치구 등 
에서 183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27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 
했다.
(조선일보 6. 28)

부모 공양 의무화 추진, 노인권익법 심
의

중국은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자 
녀들의 부모공양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 등을 금지하 
는 내용의 노인권익 보장법을 심의중 
이라고 홍콩 빈과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6. 29)

중국 대학생 3%가 공산당원

중국의 전체 대학생중 공산당원은 지 
난 ’89년에는 1%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인 12만6 천 명에 달하고 있다고 신 
화통신이 국가교육위원회 발표를 인 
용，보도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자료 
에 따르면 대학 교수는 43%, 대 학원생 
은 22%가 공산당원인 것으로 집계되 
었다.
(조선일보 6. 29)

폭죽공장 폭발，적어도 40명 사망

중국 남서부 쓰촨성의 한 폭죽공장에 
서 6월 29일 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적 
어도 40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다 
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관영 일간 
중국 청년보는 경찰이 현재 •사고 책임 
자’ 두 명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 
고 있으며,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했으 
나 두 시간만에 진화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7. 2)

난징，‘영어의 거리’ ,  개방시대 필수 학

습붐

중국 난징(南京)시 고루광장은 ‘잉위 
지에(英語街-영어의 거리)’라고 불려 
진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쯤이면 이 
곳에는 수백 명의 남녀노소가 모여 영 
어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 
름이다. 이곳의 인기는 최근 열기 높은 
영어학습붐의 결과로 중국 정부는 ’95 
년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도입했다. 
(조선일보 7. 7)

2만 6천여 부패 사건 적발

중국 검 찰당국은 올들어 지난 5월 말 
까지 공산당 및 정부관리들이 포함된 
총 2만 6천6백67건의 부패사건을 적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7. 13)

전화선 절도범 19명 처형

지난 4월 28일 중국 정부가 강력한 범 
죄 척결 운동을 시작한 이후, 전화선을 
훔친 일로 19명이 처형됐다고 법제일 
보가 16일 보도. 최근 중국에서는 전화 
선을 훔쳐 내다파는 도둑질이 빈번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이같은 사건이 
1천64건이나 발생，총 4 백만 달러의 손 
실을 초래했다는데, 우전부는 600개 
단속반을 구성해 559건을 적발하고 
306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7. 17)

선천 호텔 대형화재, 29명 사망

중국 남부 선천(深圳) 경제특구에 있 
는 두안시 호텔의 식당에서 7월 17일 
새벽(현지시간) 화재가 발생, 최소한 
29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다고 현 
지 관리들이 말했다.
(조선일보 7. 17)

양쯔강 유역 또 홍수사태, 제방 붕괴 

위험
중국 최대의 강인 양쯔강(陽子江)의 

중•하류 지역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 폭 
우로 후난(胡南)성 일부 지방에서 대 
규모 홍수피해가 나고 후베이(胡北) 

성，안후이(安徽)성, 장시(江西)성 등 
에서도 홍수피해와 함께 양자강 본류 
및 지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제방붕괴 
등의 위험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조선일보 7. 19)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범죄자들.
중국 당국은 2개월 동안 768명을 처형했다.

중，미의 W T O  가입조건 비난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 TO) 
가입과 관련해 비합리 적인 요구를 하 
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러한 요구 조 
건들은 중국에 대 량 실업과 사회 불안 
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7. 24)

중국 부정부패 방지 위해 공무원 5년 

씩 순환근무

중국은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순환보직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중국의 영자지 차이 
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 
면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새 제도 
는 중앙과 지 방의 국장급 이상 모든 공 
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 부처 
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하 
고 있다.
(동아일보 7. 24)

금세기 최악의 홍수 피해

지난 6월 말 이후 중국에 금세기 최악 
의 폭우가 몰아쳐 지금까지 적어도 1 
천5백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 계 됐다. 

중국 국무원 민정부는 지난 24일까지 
홍수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929명이었 
으나, 25일 이후 후베이(湖北)성과 남 
부 광시왕족 자치구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라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 
혔다.
(중앙일보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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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한 광둥(廣東>의 서강(西江) 지역 
금세기 최고의 흉수피해. 사진은 홍수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중국 해군함대，사상최초 북한 방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8일 중국 해군 
함정 편대가 오는 11일의 중-조 우호 
협력, 상호원조조약 35주년을 맞아 사 
상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 
했다.
(중앙일보 7. 8)

한국여권 위조조직 활동

중국 베이징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및 영연방 국가의 여권을 위조， 
원하는 나라로 줄국시켜주겠다는 여 
권위조 조직이 만든 한글 유인물이 나 
돌아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 공안당 
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일보 7. 9)

곽선회 목사 인민대회당에서 연설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는 10일 베 
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중서 
부 투자상담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경 
제발전을 위 한 자발적인 노력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중국 과학기술회협회 
와 한아 경제기술협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 개막식에는, 주로 소망 
교회 신도 기업인 둥 한국 측 대표4백

20명과 길림성 등에 거주하는 조선족 
기독교 신자，중서부 지역의 각급 지방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둥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일보 7. 10)

대북지원 약속

중국의 이붕(李鹏) 총리는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새로운 발전’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중•조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체결 35주년 기념행사에서 베이 
징을 방문한 북한 부총리에게 이같이 
밝혔다.
(국민일보 7. 10)

한국 여행객 엄정 단속 통보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의 백두산 여행 
객이나 선교사 둥이 중국 내 조선족을 
대상으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거나 
선교활동을 할 경우，중국 국내법에 따 
라 엄격히 단속할 방침임을 외교경로 
를 통해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 중국 
정부는 한국 여행객들이 조선족에 대 
해 ‘만주는 우리 땅’이라는 식의 민족의 
식을 고취하는 행위가 중국내 소수민 
족의 민족의식을 부추길 가능성을 우 

려,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중국 정 
부는 또 한국 선교사등의 과잉 선교활 
동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우리 정 
부에 항의성 자제요청을 해왔다. 

(조선일보 7. 17)

불법체류 중국교포 불법조직 ‘노동자 

협’ 결성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 2천여 
명이 ‘중국노동자협회’라는 불법조직 
을 결성, 상근직원 및 전국 분회조직까 
지 갖추고 국내 노동，인권단체의 각종 
집회 등에 참석해오다 당국에 적발됐 
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 
인 조선족은 3만여 명(중국인을 포함 
하면 4만3천여 명)이며 이들중 6.6% 
가량이 이 협회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 
했다.
(조선일보 7. 18)

중국 조선족 상대 사기범 구속 기소

서울지검 외사부는 남태평양 팔라우 
공화국 취업을 미끼로 중국 조선족들 
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첸 혐

의(사기)로 손원기씨 등 3명을 구속기 
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제천연 
의학협회라는 유령단체를 차린 뒤 조 
선족을 상대로 “ 팔라우공화국이 설립 
중인 건강센터에서 연수하면 매월 미 
화 5백 달러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겠 
다”.고 속여 가입비로 1인당 2백~ 2 맥 
50만 원씩 43명으로부터 모두 8천8 백 
여만 원을 가로첸 혐의다.
(중앙일보 7. 25)

안승운 목사 납치범에 실형선고

중국 사법 당국은 지난해 7월 9일 북한 
으로 납치된 안승운 목사(52.여의도순 
복음교회) 납치범 4명에 대한 재판을 
지난 15일에 진행, 이들의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 

졌다. 중국 사법당국의 이번 판결은 
“남북한과 중국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인상이 짙다” 고 한 소식통 
은 덧붙였다.
(동아일보 7. 25)

북한, 9월 홍콩에 무역대표부 설치

북한은 홍콩의 주권이 오는 ’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되는 것을 계기로 홍 
콩과의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기 위 
한 방안의 하나로 가까운 장래 홍콩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홍콩을 방문중 
인 김정우 북한대외경제위원회 부위ᅵ 
원장(차관급) 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원장은 이날 홍콩 콘라드호텔에서 열 
린 이 지구 투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 북한은 홍콩에 ‘무역사무소와 같 
은 형태의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 
다” 고 밝혔다.
(동아일보 7. 29)

장쩌민 중국 주석，한국 수해 위로 전
早

장쩌 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경가강원 지역의 
수재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바란 
다는 위로 전문을 보내왔다. 
(중앙일보 7. 31)

정리/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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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상무인쇄소에서 출판한《한어신사어사전(漢語新詞語詞典)> 에는 “ 런다(ᄉᄎ)”가
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약칭.
② 중국인민대학(中國ᄉ民ᄎ學)의 약칭. 이 두 가지의 문자적 의미로 나와 있다.

“런다”를 중국에 유일하게 있는 베이징 인민대학을 약칭하여 사용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동북 

인민대학이나 인민대학에 속한 누가 나왔을 때는 「0 ᄋ런다」라고 구별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는「런다후이(ᄉᄎ會)」즉 “런다”라고 약칭하는데，혼돈을 피하기 위 해 서 「런다이다 

후이(ᄉ代大會)」로 칭하고 지 금 은 「런다창웨이후이(ᄉ* 常委會)」즉 「런다이창웨이후이(ᄉ代常委 
會)」로 칭한다. 이밖에 사전에는 인민대회당을 가리키는 “런다후이탕(ᄉᄎ:餘 ) ”도 있다.

앞에서 서술한 명사의 사용으로 보자면 간단히「런(人)」한 글자로「중궈런민(中國A 民)」4글자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ᄉ大’란 말은 분명히「중국인민대학」이나「중국0 0 인민대(中國ᄉK 0 0  
大)」를 대신 지칭하는 말이다.

“ 런”과 관련된 단어 중 비교적 새로운 뜻을 가진 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런방(시® / ‘국민 방공’의 약칭. 정부가 국민을 통일하고 조직하여 적의 공습을 방어하 
기 위한 각종 방법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어 국민 방공의 각종 건축 入1설을 가리키는 
「런방공청(ᄉ防工程)」이란 말도 있다.

런리우(ᄉ流)/ ① 사람이 물밀듯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표현하는 말.

② 인공유산(낙태)의 약창
③ 인재유동.

런우(A武)/ 국민 군사장비의 약칭. 비슷한 말로 군사 무장부를 약칭하는「런우부(ᄉ民 

部)」가 있다.
런쥔(ᄉ均) / 1인당 평균(인구에 따른 평균 통계) . 「런핑(ᄉ平)」이라고도 한다.
런잉<ᄉ樣)/ 정상적인, 또는 점잖은 사람의 모습.
런왕{ᄉ望)/ 사람의 위엄과 명망.
런징(ᄉ精)/ 총명한 사람을 비꼬는 말.
런라이평(ᄉ쭤i) /  손님이 방문할 때 아이들이 기뻐뛰며 미친듯이 좋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속어).
런우런리우(ᄉ五ᄉ六)/ 거만한 모양이나 잘난체 하는 모양을 비꼬는 말.
런모거무양u 模狗樣)/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다.
런지(ᄉ籍)/ 한 사람이 되는 자격. 학적(學籍)，당적(纖 ) 등.
런니엔(ᄉ年)/ 한 사람의 일년의 상황. 일반적으로 통계 표시에 사용한다.
런라오(ᄉ勞)/ 인구와 노동력.
런朝ᄉ行)/ 중국인민은행의 약칭.
런취안<ᄉ權)/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과 각종 민주 권리. (守望中129기 중에서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108 你吃吧!/NfT chi ba!/ 니 츠 바/ 자，드시지요.



꿈속에서 꿔준 빚
梦 中 债

4. “꿈은 꿈이었지만, 자네는 꿈속에서 나한테 빚을 졌단 말야!”

3. “당신 정말 꿈꾸고 있는 것 아니요?

有 个 食 财 的 人 . 

改 上 做 了 个 梦

1. 한 부자가 있었다. 어느날 밤,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도 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2. 이튿날 아침…
“여보게, 아직도 자네에게 내 돈이 남아있지!”

第 二 天 早 上  ■

我不要"£/W6 bu yao cW 워 부 야오 츠/  나는 안 먹겠습니다. 109



벽을 뛰어넘은 중국 여인의 이야기

이 홍 자

중국이 낳은 세계적 여배우 공리 

(輩倒)가  주연한  이 영화는 1899년 

에서 1977년까지 살다  간 한 여인 

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그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춘원(梨春園)」 이라는 기방 

(妓房)에 팔려간  옥량 (玉良)은  그 

지방  성주로 부임한  젊은 반찬화

110

( 潘贊化)를  만나게 된다. 기생을 

환락의 도구로  간주하는  다른  남 

자에 비해 반찬화는  옥량을  인격 

적으로 대우해 주었고 , 나중에는 

그녀를  첩으로 맞이 한다.

그러나  반찬화를 매도하려는  사 

람들이 이 일을 구실로  삼아  모함 

을 하자  그는  관직을 떠나  버 린다. 

사업을  시작한  반찬화는 자주  집

을  비우게 되고，옥량은  화가인 남 

편의 친구로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다 . 자신이 임신이 불가능 

한 것을 알게 된 옥량은，고향에서 

살고 있는 반찬화의 본부인을  불 

러들여 아들을  낳게 한다.

옥량은  미술전문학교에서 공부 

를  하던 중 파리로  유학을  떠나 그 

곳에서 입선을 하는 등 화가로서 

의 재능을 인정받고，귀국 후  대학 

에서 강의를 맡게 된다. 귀국 전시 

회가  열리던 날, 학교 동료들의 시 

기로 옥량이 기생 줄신이라는  사 

실이 신문에 폭로된다 .

옥량은  다시 파리로  떠나고 친 

구인 하경(貨琼)의 죽음을 목도한 

뒤 한동안  실의에 빠졌으나，한 친 

절한 중국 남자의 도움을  받아 가 

까스로  재기한다 . 중국에 남은  반 

찬화는  늙도록  옥량을  기다리다 

죽고 , 노년의 옥량은  화가로서 업 

적을 높이 평가받으며 파리에서 

일생을 마감한다 .

이 영화에는  주인공  옥량의 고 

달픈 인생역경 외에 두 여성의 삶 

이 보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好吃嗎?/HSo chi ma?/ 하오 츠 口ᅡ/ 맛있습니까?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찌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씀 
대로 한다면 ‘기생’이라는 부류나 
‘첩’이라는 제도는 생겨날 이유가 
없다. 일부일처제를 통한 행복한 
가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중국 
에도 복음이 널리 전파된다면 4，5 
세대 작가들의 인위적인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참된 가치관이 거대한 중국을 새 
톱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흉자/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 
훈련원 강사

hao chi/ 팅 하오 츠/ 매우 맛있습니다.| 7 7 7

두 여성은 바로 반찬화의 본부인 
과 옥량의 친구인 하경이다.

본부인은 일찍이 남편인 반찬화 
가 임지로 부임할 때 그를 따라가 
지 못하고 고향에 남아 있었다. 얼 
마 뒤에는 첩을 둔 남편을 다시 만 
나 아들만 낳아 주고는 또다시 고 
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들과 생 
이별하여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그녀는 급기야 실명 상태에 이르 
게 되고, 그제서야 남편 곁으로 돌 
아온다. 옥량이 파리로 떠나버린 
뒤로는 남편을 독차지하여 살아가 
지만，오로지 옥량만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은 끝내 돌이키지 못 
한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평 
생 외롭게 살아가는 비극적인 여 
인의 모습이, 반찬화의 본부인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저리 
도록 묘사되고 있다. 남편이 첩을 
들이더라도 정실은 절대로 투기하 
지 말고 위엄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미덕으로 
여겨져왔다. 이것은 그야말로 남 
성 우위 사상의 발로이며 여성에 
게 있어서는 커다란 정신적 굴레 
가 되었던 것이다. 반찬화의 본부 
인은 비록 정실의 자리를 차지하 
고는 있었지만, 첩에게 남편의 사 
랑을 빼앗긴 채 정신적 고통을 당 
하다가 급기야는 실명 이라는 육체 
적 고통까지 겪는다. 이 여 인은 남 
편에게 f 속되어 주어진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전 
형적인 구식 여성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본부인에 비해 옥량의 
친구인 하경은 1920년대에 파리로 
유학을 떠날만큼 신식 여성이다. 
그러나 파리에서 만난 애인으로부

터 배신당한 뒤 그림도 인생도 포 
기하고 외롭게 병들어 죽어간다. 
하경은 외면적으로는 신식 여성이 
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신에게 닥친 불행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체념하며 결국은 벼랑 끝으로 떠 
밀려 간 것이다.

이 두 여인의 수동적인 삶과 대 
비할 때 옥량의 삶은 다분히 능동 
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옥량은 기 생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많은 고 
난과 불이익을 당한다. 남편이 자 
기 때문에 관직을 잃게 된 것이나, 
기방에서 먹은 피임약 때문에 영 
원히 임신이 불가능해진 것, 그리 
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들을 안 
겨주기 위해 본부인을 남편에게 
끌여들인 것과, 대학 동료들이 그 
녀를 비방하고 전시회를 방해한 
것 등등,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이 
어지는 불행의 원인은 모두 그녀 
가 기 '̂이었다는 과거의 이력 때 
문이었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 
하고 옥량은 그대로 침몰해 버리 
는 것이 아니라，그때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다시 일 
어서는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그 
녀는 마침내 기생이라는 운명의 
굴레를 벗고 한 사람의 성공적인 
예술가로 대성하였다.

《화혼》에 나타난 옥량의 능동 
적인 삶의 양식은 1980년대 이후 
중국의 4, 5세대 작가들이 추구해 
온 주제，즉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 
든가 사고방식의 변화와 생활방식 
의 변화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

| 挺好吃A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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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중국의 성도들이 걸어온 십자가의 여정이 담겨 있다.
공산화와 문화혁명, 그리고 개혁 개방을 거쳐오는 동안 중국의 성도들은 

불과 같은 연단을 받으며 순전한 신앙을 간직해 왔다.
남모르는 눈물，고문과몰매，심지어 목숨까지 위협 당하는 순간에도 이들 

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며 살아왔다. 이 책에는 바로 그런 중국 형제 자매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배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간증들은 대부분 홍콩의 사역자들이 중국에 직접 들어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채록하고 수집한 귀한 글들이다. 중국복음선교회의 간행 

물인 <중국과 교회>，그리고 중국어문선교회의〈중국을 주께로〉에 번역 

되어 많은 이들이 읽고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총 스물여섯 편의 간증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s 31A1 지 믿윤: 1949년 중국 공산화 이전에 이미 신앙을 가졌 

던 중국 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신앙 체험

제2부끝11H 주 (보01: 공산화에서 문화대혁명 종결까지 십자가 

를 감내하며 살아온 중국 성도들의 삶 이야기

제3부 2J박 속에 Ef오른 복온EJ 일정: 1979년 개혁 개방 이후부터 현재까 

지의 간증

제4부 이국에서 m jj 0|1_^. ： 중국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유학 

생 두 명의 간증과 사역 체험

이 간증집은 중국의 성도와 전도인들의 개인 신앙 체험뿐 아니라，그들이 

어떻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였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들 신앙의 우직함과 단순함，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강직성을 통해 원초적 신앙과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  r혼들림 없이 십자가의 i s  a 으㈜  • 린시엔까오 외 25인 저
중국이문선교회, 중국복용선교회 편역 • 도서출판 두란노 • 가격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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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을 가다

% 국 8 ^ ^  용 쎄 11 n ~ iF E ^ n  아 시 아  중 국 변 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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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지음 
신국판 ■ 283쪽 ■ 6,500원 

매일경제신문入^

지금 중국의 베이징은，마치 중국 역사 
상 최고의 문화를 향유했던 당제국 당시 

세계인들이 수도 장안을 찾았던 것처럼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이들을 베이징으로 끌어들이는 힘은 

무엇일까? 이 책의 지은이는 그것이 바 
로 ‘변화’라는 요소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체계로 아시아 대 
륙을 움직이고 있는 중국의 변화는 주변 
국인 한국, 일본은 물론 지구 저편 다른 
대륙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베이징에서 유학 

생으로 있으면서, 중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며 최근에 나타난 중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선 중국, 신비 
한 나라의 신기한 일들，베이징에도 둥 

장한 미용보험, 베이징시 전입금은 천만 
원, 교차로 이름 팝니다, 하늘의 절반은 

여자다, 가짜와의 전쟁，결혼식 비용의 
절반은 사진 값 등의 내용은 중국에 유 
학하거나 생활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존 나이스비트 지음.흉수원 옮김 
양장 . 400쪽 . 각권 9,500원 

한국경제신문사

세계적인 미래학자존나 이 스비트는그의 
최신작인 이 책에서，21세기에 “ 아시아의 
르세상스”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세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 

키는 아시아의 거대한 추세 8가지” 란 부 
제를 달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21세기 

에는 아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 
며’ 특히 중국인들이 주체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여 세계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본과 기술，노하우를 갖춘 2 
천만의 화교들이 빈틈없는 네트워크를 가 

동시키면 엄청난 성취욕과 구매력으로 중 
국인의 세기를 준비하는 데 손색이 없다 
는 것이다.

나이스비트는 아시아가 현재와 같이 6 

〜10%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지금 세계 
GNP의 24%를 차지하는 아시아 경제가 

금세기 말에는 33%가 될 것이라고 전망 
한다. 21세기 초반까지 앞으로 반세기 동 
안 전세계의 새로운 사태발전 중 가장 중 

요한 것은 다름아닌 아시아의 현대화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 마디로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시대, 

중국인의 시대라는 저자의 주장은 월드 
비전을 품은 이들에게 큰 것을 시사해주 
고 있다.

임세권 지음 
신국환 ■ 401쪽 - 8,000원 

신서원

이 책은중국의 동북 삼성을 비롯한중국 
의 변방, 즉 대도시라기 보다는 지리적으 
로 약간 후미진 곳을 답사，정리해 놓은 
여행기이다. 하얼빈, 연길, 훈춘, 우루무 
치, 투루판, 곤명 등지의 명승고적과 함께 
중국의 소수민족 거주지를 방문하여 둘러 
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고학자인 저자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은 소수민족 자치구라 해도 어디 

에서나 한족 우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는 중국 변방 

지역은 물론 중국 대도시 현황조차 제대 
로 파악하여 소개해 놓은 전문적인 안내 

서가 전무한 현실인데, 이러한 책을 통해 
한정된 부분이나마 중국 내 몇몇 소수민 
족을 접하게 되어 매우 반갑다.

최근 들어 한족을 제외한 중국의 소수 
민족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새로운 과 
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관심을 가지는 사 

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지 
역을 여행하거나 연구하려는 이들, 특히 
단기선교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不要客혔/BG yk) qi/ 부 야오 커치/ 천만에 말씀입니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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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가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혼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 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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ᅮ 是 不  自 誇 

A i sh i bu a  kua 
아이스  뿌 쯔 과

不 做  害 羞 的 事

bu zhang kuang bu zuo hai xiu di 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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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 事 包  容 凡 事 相  

Fan shi bao rongfan shi x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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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 shi ren nM fan shi yao ren nM 
판 스 런 나이 판 스 야오 런 나이

愛 是 永 不 止 息  

M shi yongbu zhi xi 
아이 스 용 뿌 즈 시

우리말 내용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 好久不見了!/haojiCibijjianle!/ 하오 지무 부지엔러/ 오래간만이군요 !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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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홍콩 반환 세미나

헌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7월 23일 오후 4시, 
“1997년, 도전에 직면한 홍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를 주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홍콩기독교연구소 소장 콕  

내이 왕 목사인데, 그는 중국은 현재 더욱 전체주의 
적이고 봉건주의적인 제도를 홍콩에 도입하여,홍콩 
국민들과 그 정부가 지난 40년 간 발전시켜온 문명 
적이고 합리적인 체제의 홍콩을 바꾸려 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홍콩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대단히 느리긴 하지만 변호f하 
고 있다고 말하였다. 포스트 덩 시대의 지도자들은 
마오나 덩이 누렸던 권위를 누리지 못할 것이며, 대 
중의 요구에 보다 잘 응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 
이 중국에 더 많은 자유와 개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고 하였다.

GMP 제6기 선교 오리엔테이션 모집

한국해외선교회(GMF) 개척선교부(GMP)에서는 선 
교에 대한 잔반적인 이해를 돕고 선교사로서의 기 
본적인 자질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제6기 선교 오리 
엔테이션을 실시한다.
기간: 9월 2일〜11월 25일

대상: 목회자, 선교단체 간사, 평신도 등 
등록비: 2만 5천 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해외선교회로 
TEL 02) 556-9138, 0345)419-6792

OMF 국제 동아리 모임

한국 OMF에서는 중국 연구를 비롯하여 강해설교, 
영어 성경공부, 대호̂ 담, 예배와 드라마팀 등 분과 
별 연구 모임을 갖고 있다.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50~9:30 
장소: 사랑의교회 소망관 501호 

자세한 문의는 힌국 오엠에프로 
TEL 02) 555-3958, 567-9859 FAX 563-6950

OMF 토요 선교학교

동아시아 지역의 필요을 이해하고, ᄋf^F와의 동역 
가능성을 확인하며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토 
요 선교학교 모임을 갖는다.
기간: 1996년 9월 7일~11월 30일(12주 고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훈련비: 10만 원 
제출서류: 지원서，

담임목사 또는 담당 교역자 추천서 
상소: OMF 훈련원 
대상: OMF에 관심있는 선교 헌신자 

자세한 문의는 한국 오엠에프로 
TEL 02) 555-3958, 563-7574 FAX. 563-6950

가을 학기 GBT 오리엔테이션

한국해외선교회 성경번역선교부(GBT)에서는 성경 
번역 사역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 고ᅡ정을 
개설한
기간: 1996년 9월 9일〜12월 6일(매주 월요일) 
시간: 오후 7시 ~9시 
장소: 서울 GBT 사무실 
등록비: 2만 2천 원(교재비 포함)

자세한 문의는 성경번역선교회로
TEL 02) 558-4602, 555ᅳ5324 FAX. 552-0185

제8기 HOPE CAN SCHOOL 개강

HOPE에서는 미전도종족 선교에 관심있거나 전문 
인 선교 비전을 더욱 구체화시키기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9기 HOPE CAN SCHOOL(미전도 종족 
선교학교)을 개강한다.
기간: 9월 16일〜12월 2일(12주)
회비: 3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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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입학원서, 담임(혹은지도) 목사님 추천서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6일~9월 7일 

자세한 문의는 HOPE로 
TEL 02) 533-6057 FAX. 595-7809

재10기 오앰 선교사 모집
한국오엠국제선교회는 단기 혹은 장기로 선교사역 
할 선교사를 모집한다.
목적: 공동체 훈련과 타문호ᅡ권 선교훈련에 필요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적인 사역을 하게 한다. 
선발과정 및 일정:

1大h 서류심사, 2大h  필기 시험(영어, 성경， 
선교일반, 인성검人B 3大h  면접 

국내 훈련:
1학기: 1996년 11월 4일〜12월 20일 
2학기: 1996년 1월 6일~3월 28일 
국외훈련: 1997년 5월~7월 
미국, 영국 등의 오엠 언어 훈련원에서 언어훈련 
러브 유럽전도 캠페인: 1997년 7월~8월 
사역: 97년 9월 네덜란드 오엠 연례총회에서 최종 

사역지 결정 후 2~3년 간 사역 
자격: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헌신자, 일반 

대학, 신학대학 및 대학원 졸업 학력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군 필자 및 군 
면제자, 기본적인 영어가 준비된 자 

제출서류: 지원서, 이력서, 간증문，담임목사추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진3매, 건강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자세 한 문의 는 한국오엠 국제 선교회 로 
TEL 02) 568-1436 FAX. 561-1860

• -
선교한국  ’96 후속프로그램 

중국선교  세미나

U 근 으 J 궁 국  2 인 안  신 L !
부산: 1996년 9월 2일~3일 

수영로교화 교육관 a  051)751-0560 

대구: 9월 5일 〜7일 

삼성교회 »053)62H 256 
서* :9월 12일 〜14일 

중화기독교 한성교회 0  02)778-3626

력  및 문안 02)53^5497

중국에서 제과기술 전문인 선교사，대학에서 

컴퓨터 •한국어 •피아노 둥을 가르칠 교수 

.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해외협력선교회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Tel. 02)565-3431 
Fax. 02)564-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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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f i  입

광등(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유동인구 특징 및 관리조치

80년대 후반 중국의 유동인구는 최고조를 나 
타냈다. 그 중에서도 광둥(廣東)성 광저무(廣 
州)■시의 유동인구는 1988년에 117만 명에 달하 
였고, 1969^ 에 다시 출어들다가 1992년에 또 
다시 108만 명에 달하였다. 본 자료는 광저우 
시가 어떻게 유동인구 관리를 강화시켜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인가 
에 대해 연구 토론한것을중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 빠르게 변호ᅡ하는 중국의 농 
촌과 도시 현황과 관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자 이 자료를 싣는다. -편집자  주-

유동인구란 ‘임시로 상주지를 떠나 일정한 지역을 이탈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불시에 되돌아오 

는 인구’룰 지칭한다. 이들의 원래 호적은 원래 그대로 둔다.
중국에는 일찍부터 유동인구가 존재했었으나, 개혁 개방 

이후 경제속도의 빠른 발전으로 ’80년대 후반기부터 유동인 

구는 절정올 이루었다. 유동인구의 숫자는 많고 분포도 넓으 

며, 그 역사도 전례에 없던 것이다. 유동인구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매우 큰 촉진제 역할을 하였으나 동시에 부정 적인 

영향도 가져왔다.

1. 광저우시 유동인구의 일반 사항
① 광저 우시 유동인구 중가는 파도형 상승을 나타내 었는데， 

그 발전속도는 느림ᅳ빠름—느림의 3단계 과정을 거쳤다. 
1980년에는 30만 6천 명이던 유동인구가 1984년에는 5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1985년에 다시 80만 명으로, 1988년에는. 
117만 명으로 최고봉에 이르렀다. 1989년 그 수가 급격히 

하강하였다가 다시 상승을 회복하여, 1992년에 이르러서는 

108만 명에 도달했다.
1980년 ~1983년 개혁 개방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발전 속 

도가 별로 빠르지 못했다. 1984~1988년 광저우시 경제 발전 

이 껑충 뛰어 오르는 이 시기에 대량의 유동인구를 흡수하여 

남부 지역에 백만 명의 인구를 형성했다. 이렇게 대량의 유 

동인구가 광저우시에 흡수된 “ 민공조류[民工潮] 현상”은 이 

후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1990년 광저우시 정부는 “광저우시 임시 인구관리 규정” 

을 제정하여 유동인구의 광저우유입 열기를 억제하였고 유 

동인구수는 점차 하강하기 시작했다.

② 광저우시 유동인구는 주로 남성이 대부분이며, 15~29세 

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 고 , 노동인구 위주의 인구 구  

조 유형이다. 1992년 남녀 성비는 61:39이다.
1990년 인구조사에서，광저우시 유동인구의 연령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5~29세 인구가 25만 5천 명으로 

전체 유동인구(40.83만)의 6257%를 차지하며, 15~50세 남 

성과 15~54세 여성 노동 적 령 인구는 3,427만으로 유동인구

118 I 你; 樣?/NT z6nme y^ng?/ 니 쩐머 양/ 당신은 어떻습니까? ]



의 83.93%를 차지했다. 다. 광저우에서 주강(珠江) 삼각주에 이르는 지 역은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지역이다.

③경제형 노동인구를 위주로 하는 통계에서, 전체 유동인구 
중 노동자는 44.31%를 차지하였고 그중 상업 종사자는 
12.54%, 서비스업 종사자는6.63%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세 항목을 합한 것이 63.48%이다. 공적인 
출장이라든지 여 행, 관광으로 유입된 인구는 23.06%  기타 
는 13.46%를 차지했다. 직업을 찾고 돈을 벌기 위해 광저우 
에 온 유동인구는 원래 살던 거주지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좀 더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자 
한다.

④ 광저우시 유동인구의 지역 분포는 대부분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유동인구 밀도는 구(舊)지역이 
신(新)지 역보다 높은데, 구지 역은 주로 도시와 농촌의 경 계 
지역에 있으며 유동인구의 59%가 집중되어 있다.

⑤ 광저우시 유동인구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나 중졸 수준 
이다. 1990년 유동인구 전면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졸업 수준의 유동인구가 전체 유동인구의 89.42% 
를 차지하고 대학교나 전문대 졸업자는 2.89%, 전문학교는 
1.74%, 문맹 혹은 글을 잘 모르는 자는 5.95%를 차지 한다.

대졸 이상 유동인구 분포는 신구에 많다. 그러나 전체 유 
동인구 밀도로 보면 구도시 지역이 더욱 높다. 이것은 구도 
시 지역의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공공 서비스 시설이 갖춰 
져 있고,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 
은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모은 재물을 축재하거나 탈세를 하 
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도시의 지방도시 기업과 삼자기업은 유동인구가 유입 
하는 또 하나의 주요 거점이다. 그 이유는 구도시의 과학기 
술 연구단체에서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대다수가 대학생들 
을 흡수하였고, 신도시의 합자기업, 상장기업 등이 대학 전 
문 분야(과목)와 중등전문학교를 졸업 한 인재들을 흡수하였 
기 때문이다.

⑥광저우시 유동인구는 주로 성내(省內)와 성외(省外)에서 
많이 왔으며, 대다수가 성현(省縣) 부근, 특별히 교통이 편리 
하고 가까운 현에서 온 사람들이다. 성내 각지에 온 유동인 
구는 유동인구 총수의 65%를 차지 한다. 성외 에 유입 된 지 역 
을 차례로 보면 후난(湖南), 광시(廣西)，쓰촨(四川), 허난(河 
南), 저장(浙江), 후베이(湖北), 하이난(海南), 장시(江西), 장 
쑤(江蘇), 푸젠(福建)，산등(山東), 랴오닝(遼寧), 헤이롱장 
(黑龍江) 등이다.

광둥성으로 유입된 인구가 비교적 많은 후난，후베이, 허 
난의 3성은 비교적 인구가 많은 성이다. 또한 농촌 잉여노동 
력이 많고 경광철도(京廣鐵路)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광 
시，푸젠, 하이난(海南) 둥 광둥에서 가까운 성으로부터 유입 
된 인구도 많다.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인 쓰촨은 
예외적인 지역에 속한다. 1 억여 인구가살고 있어 농촌 잉여 
노동력 이 더 많고 경제 수준도 낮아 대 량의 인구가 타지로 
유동하고 있으며, 주로 동남 연안도시로 향하는 인구가 많

2. 광저우시 소수 유동인구 범죄의 특징
광저우시로 유입된 유동인구 중 대부분이 정당한 직업을 가 
지고 법을 준수하며，부지런하고 인내심도 강하여 광저우시 
의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에 매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 
나 그 중 일부 소수의 범죄 문제는사회 치안에 매우 큰 위협 
이 되고 있다. 광저우시 유관 부분의 한 통계에 의하면, 1992 
년 각종 범죄자 1.25억 명 중 유동인구가 1.15%를 차지하고 
있다. 타지에서 온 유동인구의 범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① 외 래 유동인구의 범죄는 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사범죄: 1992년 광저우 시내에서 적발된 형사사건의 용 
의자 중 외지 유동인구가 6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도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매춘사업: 96% 이상의 매춘여성들이 다른 성(省)에서 온 
유동인구이며, 체포된 윤락가 여성 중 60% 이상이 외성에서 
온 사람들이다.

마약사범: 1992~1993년 광저우시 공안국이 적발하여 체 
포한 마약사건의 주범은 주로 윈난(雲南) 둥 외성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음란테이프와 음란서적 판매: 1994년 8월 광저우시 경찰 
과 보안원 1만 명을 동원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란비디 
오방은73개인데 이러한불법행위 수배자중 대부분이 유동 
인구이다. 1988년 복제，음란물 위법으로 걸린 사람 중 외성 
에서 온 유동인구는 95% 이상이다.

이 외에도 치안관리 위법 규정에는 암표 판매, 위조증, 불 
량품 매매 등이 있다. 광저우역의 암표 현상은 여 러 해 동안 
계속 해결되지 않아, 역에서 전면적인 봉쇄관리를 실행한 
결과 기본적인 현상은 막았다.

② 범죄 수법
외지에서 단체를 만들어 사전에 모의한 후 광저우시에 와서 
각종 범죄활동을 벌이는 경우, 외지인과본지인이 서로 결합 
하여 조직을 만들어 범죄활동을 벌이는 경우, 그리고 지역 
파벌로 범죄조직을 결성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7.8W  범위 내에 3개의 파벌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절도사건 
을 위주로 하는 후난파, 강도를 위주로 하는 쓰촨파，소매치 
기를 위주로 하는 광시파 둥이 그것이다.

③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분포
•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지역이 유동인구의 분포가 비교적 

많으며，범죄 율도 비교적 높다. 츠강(赤間), 사허 (沙河)，황사 
(黃沙), 싼위 엔리(三元里), 신차오(新喬), 류화(流花) 둥지가 
유동인구가 비교적 집중된 지역이며 범죄활동도 빈번히 일 
어나는 지역이다.
• 여관, 러브호텔, 역，부두는 유동인구에 의한 범죄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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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또다른 장소이다. 가정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도 
하고 재물을 탐내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 주택가는자전거 절도사건이 빈번한주요지역이다. 광저 
우 지역은 거의 모든 가정이 자전거를 잃어버려 자전거 절도 
가 이미 주택지역의 큰 공해로 자리잡고 있다.
• 범죄는 대부분(80% 이상) 늦은 밤에 발생하지만 낮에 강 

도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매음, 매춘, 도박, 마약 둥의 범죄 
는 보통 밤에 이루어진다.

3. 광저우시 유랑인구 특징 및 관리 조치
① 유랑인구의 특징
유랑인구란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구걸하는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고정된 직업과 거처 없이 길거리, 다리밑, 역, 항구 
등에서 구걸하여 생계수단을 잇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북방의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무리를 지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다. 자료에 따르면 광저우시 유랑 
걸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용되어 송환된 숫자는 
1989년 17,700명, 1990년 27,000명, 1991년 42,300명이었고 
1993년에는 46,100명까지 증가하였다.

1989년~1993년 5년 간 수용 송환된 수는 2.6배로 중가하 
였고, 1993년 송환된 자 중 54.3%가 생계수단이 없는 자이고, 
34.6%는 불법 도망자이며, 9.2%는 유랑걸인, 1.9%는 외국으 
로 밀입국한 자였다.

유랑걸인들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아 대부분 소학교 졸업 
정도이고 중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거의 없다. 성별은 남자 
가 대부분으로 1993년 송환된 전체 인구 중 남성이 91.97%, 
여성이 8.0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 구성은 16~60세 위주 
로 1993년 송환인구 중 1~15세는 8.75%, 16~60세 88.87%, 
60세 이상이 2.38%를 차지하여 유랑걸인 중 청년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랑걸인의 발생지는 1989년에는 후난, 광둥성 위주였으 
나 1993년에는 후난, 쓰촨(四川) 위주로 바뀌었다. 광둥성 
지역은 현저히 감소하여 1989년 20.7%에서 1993년 9.77%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빈곤 해결 정책을 실시한 결과, 광둥성 빈곤 산지 지역이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농민의 생활수준이 계속 높아 
져 외지로의 유출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후난성은 광저우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 발전 수준 
도 비교적 낮아 외지 유출 인구가 21.29%에서 35.27%로 상 
승하였다. 다음 표는 쓰촨, 허난, 후베이，장시(江西), 구이저 
우(貴州) 등지에서 온 유랑인구도 어느 정도 증가했음을 나 
타내고 있다.

유랑걸인 중에는 정당한 직업을 찾지 못해서 여비를 다 
쓰고 난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 자, 부모에게 버림받거 
나 혹은 양친이 모두 세상을 떠난 고아들, 집안이 가난하여 
거주지에서 도저히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자, 오랫동안 놀기 
만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여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들 
이 있다.

유랑걸인의 광저우시 대량 유입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시 정부는 유랑인구 송환과 수용 비용으로 매년 
2,000 ~ 3 ，000만 위엔(元)을 지불해야만 하고, 수용 인원도 계 
속 증가하여 현재의 수용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유랑걸인을 모두 범죄 인구와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그들 모두 범죄적 동기가 잠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의 상비군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일단 구걸만 
으로 의식주 해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바로 도둑이 되어 
사회치안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② 관리조치
유랑걸인의 수용과 송환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작업이다. 유 
랑걸식을 제지하는 것은 사회치안과 시의 청결과 미관을 보 
호하는 주요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히 단속하 
고 관리해야 한다.
1) 유랑걸인이 한 지역에서 유출되면 그 지역으로송환하여 
그 유줄 지역에서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전국 각 성(省), 시(市) 정부는 모두 적극적으로 책임을 갖고 
송환되어 돌아온 사람들에 게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동 
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해 그들이 다시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유줄지는 선전교육을 강화하여 인구유줄을 감소시켜야 
한다. 유출지 정부 각 부문은 해당 지역의 인민들에게 힘든 
노동이 있어야 대가가 있고, 구걸에 의지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유출지 각급 지도자들의 
관심과 유효적절한 조치의 채택만이 인구의 외지유출, 구걸 
행위를 억제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광저우시 유랑걸인 인구 
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3)경제수단을 이용, 강제노동으로 보상토록 한다. 연속 2회 
이상 송환된 상습 유출민에게 몇 년간의 강제노동을 실시, 
경제상 제재를 주는 것이다. 구걸로 인해 초래된 사회의 각 
종 경 비 지출과 벌금을 노동소득으로 다 상환하게 되 면 그만 
두도록 한다.
4) 유랑걸인 명단 화일을 만들어 컴퓨터 통신망에 입력한다. 
예를 들어 광저우로부터 송환된 유랑걸인이 다시 베이징(北 
京), 상하이(上海) 둥 기타 지방으로 도망쳐 구걸을 계속하 
는 경우를 대비해 통신망을 설치하면，그때 그때 그들의 동 
태를 파악하기 쉽고 유출지에 신속한 조사를 제공함으로써

적시 송환도 용이하다.
5) 사회 전체가 모두 나서 구걸 인구를 단속, 관리한다. 
상점 앞，주택지역 등지에서 걸인들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해당지역 파출소에 보내 처리토록 한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걸인들이 각지에 유랑하는 것을 근절 
할 수 있는 것이다.

광저우시 수용인구 래원지 분포

년도 湖南 四川 廣西 河男 湖北 安徽 江西 貴州 廣東 其他省 合計

1989 21.29 6.31 6.29 5.09 3.91 2.11 3.37 2.56 20.70 28.37 100

1993 35.27 12.33 5.51 8.45 4.23 2.29 4.22 424 9.77 13.6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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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대의식”을 강화하여 유동인구에 대한 
종합관리률 시행한다.
① 지도력을 강화하여 외래 유동인구를 관리하는 권위 기관 
설립을 건의한다 -  “ 광저우시 외래 유동인구 관리 위원회”

시 정부는 유동인구 관리에 대해 < 외래민공, 임시공 떠돌 
이공에 대한 임시 거주증 심사 발급에 관한 통고>，〈광저우 
시 교외지 역 가옥임대 임시 규정>  및 < 광저우시 인구, 기계 
증가의 엄격 통제에 관한 약간규정>  둥 지방법규를 반포하 
여 외래 유동인구 관리가 점차 제도화, 규범화 되도록 하였 
다. 그러나 외래 유동인구는 공업, 상업, 교통운수업, 건축업, 
서비스업, 화장(火葬)업, 환경위생업 등 다양한방면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유동인구 관리는 하나의 종합적인 계통과 
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 광저우시 외래 유동인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건 
의하여, 전체 시의 외래 유동인구를 관리하고，각 부문의 관 
계를 잘 협조토록 하여, 각급 지도자들이 외래 유동인구의 
적절한 관리가 광저우시 사회 치안, 경제 건설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라는 것을 인식토록 한다. 외 래 유동인구 관리 
는 개혁 개방 이후 나타난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 실천상으로 일관된 관리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광저 
우시 외래 유동인구 관리위원회의 성립은 이 방면의 연구 
검토 진행을 가능토록 할 것이다.

② 관리의식 강화와 과학 관리 수준의 제고
과학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3개 
절차를 확실히 해야 한다.
1. 유동인구(주로 임시 거주 인구를 지칭함) 숫자 및 거주지 
룰 명확히 파악한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하려면 반드시 
‘임시거주중’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임시거주증을 받지 
못하면 광저우에서 일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허가치 않도록 
한다. 각 관련 단위는 공안부문이 임시 거주증 발급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문서를 만든다. 외 래 유동인구를 고용하는 곳에서는 반드 
시 문서를 만들어 각 유동인구가 모두 등록을 하도록 한다. 
거주위원회의 호적 협조 관리위원과 공동으로 이 작업을 잘 
관리하여 조사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도록 한다. 유동인구 
자료창고를 세우고 전산 관리하여，유동인구의 기본상황을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유동인구 동태를 적시에 파악하는 
데 유리하게 한다.

3. 계약을 맺는다. 고정 된 직 업 과 주거지 가 있는 외 래 유동인 
구에 대해서는 임시 거주 등록을 신청하고, 아울러 계약을 
맺도록 한다.

각 노동 단위의 고용주와 거주위원회 치안보안회는 계약 
을 맺어 공동 책임으로 임시 거주 인구 등록과 수용 증가 
비용 수납을 협조토록 하고, 의심이 가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파출소에 연락하도록 한다. 집올 세 놓은 주인과 세들 
어 사는 사람도 계약을 맺어서,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책임 
을 지도록 한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

을 묻도록 한다.

③ 선전의식을 강화하여 사회 전체 단속 관리로 
첫째, 신문, 라디오, T .V  등을 통해 광저우시가 반포한 유동 
인구 관리에 관한 통고문, 규정문 둥의 정책 문서를 대대적 
으로 선전하고 위반자는 처벌토록 한다.

둘째, 각 노동단위에 시 정부의 통고문, 규정문을 선전하 
고 노동단위들은 외 래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광저우시 정부 
의 외래 유동인구 적용 규정을 반드시 선전해야 하며, 아울 
러 다음과 같은 3개 항목을 집행토록 한다.

• 사진，필적，지문을 제출토록 하여 보관한다.
• ‘임시거주증’을 수령해 갖고 있는다.
• ‘허가증’(셋집에 살고 있는 자에 한하여)을 발급한다. 

각 노동단위는 반드시 외 래 유동인구 관리를 잘 해야하며,
외래 유동인구 관리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한다.

(1> 각노동기업, 상업, 서비스업 및 부대 등의 단위는 공안 
기관의 공동 관리에 협조한다. 노동단위에서 공안 기관에 
임시거주 수속을 신청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의 신 
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싼 임금으로 모집 고용하면, 
외지의 불법인구가 이 틈을 타 유입하여 은신처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는 광저우시 경 제 발전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불 
안정의 씨앗을 묻는 것과 같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 
다.

(2) 유동인구를 위해 봉사하여 그들이 몸은 타향에 있어도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한다. 이들을 고용하는 
공장 기업들은 외래 유동인구의 식사 및 주거 조건을 잘 구 
비 하여，이들로 하여금 안정 된 생활을 누리 게 한다. 도서관, 
오락실을 세워 외래 노동자들의 업무 외 문화생활을 보장하 
며 이들에게 정신적 풍요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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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신파(何新發) : 중산대학 인구연구소 조교

출처 / 1■中國시]科學j 1995년 제5기

“廣州市加强流動ᄉ口管理, 保持社會安定” 
번역 / 임수연, 정희정 • 자원봉사자

| 我吃ts /w a  chi a n / 워, 츠 판/  나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1 1 2 1



중국신교 적용 s g  을 아실 U 9 I ?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옹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 1월을 투자하십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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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9월 기I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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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문신교회 부설 중국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서조구 방매본동 756-7 신우빌S 402호

우 137-069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 9 9 -2 7 8 6

중국선교훈련원은  선교언어  훈련고ᅡ 중국문화  적응훈련  율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중국선교훈련원은  초교파적 • 복음적  단체로  1989년 10월 30일에 창립된 중국어문선교회 (대표:박성주  장로)의 부설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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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 ᄀ ! ] 자  시리즈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 죠나단차오 著 1,500원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著 1,500원
3. 만남/  中國敎會中心 著 ^000원
4. 전도중국어 /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譯 1,500원

그 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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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Tape:1,000원)

4. 我的第ᅳ本聖經 2,500원
(Tape: 1,000원)

5. 사복음서(現代中文譯本) 낭독 Tape:12개 12,000원
6. 信仰讀本 7,000원

(Tape 2개:2,000원)
*7. 中國語신약성경(和合회한어병음 표기) 10,000원

(Tape 25개:20,000원)
8 中 . 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이구절:네비게이토 출판사) 700원

* 위의 7번 교재는 품절관계로 당분간 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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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바울 간사 (전호卜: 592-0132)



중 국 0 ! 문 C l! 교 회  자 료 실  이 용  안 내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는
중국 기독교•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소수민족• 선교전략 등에 관련된 
정기 간행물, 논문, 각종 세미나 강의안, 단행본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열람하길 원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직접 오셔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연구부에서 일할 파트타임 자원봉사자와 간사를 찾습니다. 
PC 통신올 통한 중국 관련기사 스크랩(PC통신을 갖고 계신 분은 집에서도 가능), 

중문연구자료 번역, 도서 정리 둥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서 자료 정리 및 분류작업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의 간사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0 2 ) 5 3 3 - 5 4 9 7

1 ^ '  성도들®1
®1®l ®f 시空 기 마 3 ᅵ교 ®|AL|C|.  
® ® H E

중국0I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올 뜨3기1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책자와 양육 • 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단기선교，비지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 차이나 간人K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호틀 주십시오.

@ 02)594 -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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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회를 보다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중국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십니까?
중국선교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국 교회와 선교>는 반년간지로 발행되는 잡지로서 
중국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글들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특 집/9 0 년대 중국 종교정책의 현주소 
9ᄋ년대 중국 종교정책의 변학 
9 0 년대 중국 종교정책의 법제화와 실시 문제 
9 0 년대 증국 종교의 자유 정도 분석 

주요 논문/  증국 삼자교회의 신학형성과 사고방법 
한국에서의 중국선교
g ^ o |  ；J.yNnJS Q51J

오늘의 증국S 교, 그 맥율 a ° i본다. -조나단 자오 
증국 종교 자료 /  96년도 종교업무 요강 등

구독신청/  중국복용선교회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전화 02)318-3956 

가격/  &5ᄋᄋ원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걸을 걸으며

대륙 성도 간증집

芒들라 - i *  I 
人4자 가 으  I ~ »뇬 며

이 책은 중국 성도들의 개인 신앙체험 뿐 아니라, 그들이 핍박과 환난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우직함과 단순함,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강직성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가난한 농부, 대학교수, 공산당원, 늙은 할머니를 비롯해 옥중에 갇힌 형제, 우상을 
섬겼던 청년, 공장 노둥자, 가정교회 전도인 둥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대에도 중국인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두란노 
린시엔까오 외 25인 지용 
증국이문선교회.중국복S 선교회 편역 
가격 6,5ᄋᄋ원
시중 기독교서g , 증국이문선교회와 중국복음선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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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 을  배  오 른 편 에  던 져 라 ”

이저 IL 
L

기 ]  ᄋ

AjOlQf

o\m d g  ᅵ상습니다

하  1기|

저 AnOiOEQ 고어 으E|서八| 이■게스니1가9
O l O L 2  근 2  2  13 MU ■

중국 현지의 중국인과 양육받아야 할 교회 지도자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근로자를,

인천항의 중국선원들을,
국내 대학 캠퍼스내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중국인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여 허 분 ^  乏 옿  수  있 습 니 다 .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로쎄 

성경, 신앙서적, 지도자를 위한 신학서적 등의 문서오!■ 
자료공급을 위해 물질로써!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선교국，인천지부

n  02)873-2570,032)87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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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을  주 께 로  기 도 합 주 회

오늘처럼 기도가 요구되는 시대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즘처럼 기도가 잠들어 있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열어 젖히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대적의 진영을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불가능이란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기를 명하시는 일이 기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국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이십시다.

중국을 위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무릎꿇읍시다. 
중국올 주께로 기도합주회’는 

기도의 광장을 마련해 놓고 기도의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  문의 : 중국어문선교회 (Tel ： 594-8038, 533-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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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 10월회통권41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권수영 

이민선•김은희 
편집디자인/  정광숙 
광고 •홍보y 김정하이준석

중국율 주깨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6년 8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전화: 0344)906-9191
값/3 ，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ft 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7 
신우빌딩 3이호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032)872-0742

독자平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깨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 
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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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m i H  그표  그 자직 0뷰1  바로 %  그2• P H  지■정* (■
« f 2t1 에 가2 자 ^

人̂ t i  W * f  니H 0M2 w i  까  에  ° p  T 1  정13 i 
W . ^ n t  여fH  W  %다2 그는 여 지  °£2 뼤  *jcf. 
북H  |2  그는 여(수1!{ i  T-i 그R i  W T t  니l°i m  VI- *i지각i  
C0ĥ i ot l i  7^0,̂  그문이 = |^ , cgĥ s
사W 2  紙  때 그익 %i°\\ m~m o ih  ° i i4 ^  T t  w
° ffn  V ^ I2  X I는지, w  상 진II에 목吧2 W 하2 ^ 는XI, 人n 
m  °않 ĝ °n  겨위하는 그 £습x 2는 ^  at - i  기비 m  ^ T t  

그더<+ ° i i  보는 니i ->n 양 에는 표n  °n °( ^ % 7 ct 저 중국 w i r  
°l^ T H  t  ° /ii마? "3^ 여Fht ° (H  합 능11

자 U r ° / i° f  7 T i Lt ^ 2  ° i는 i  지^  An \  ^ i cn t 미n z ,  ^*|2 , 
m  ^ I W  당학는 기•정2화 성£ i  °1 2든 °\\°\ 2! 직 H i  씻2 %*| 
7 ^  아!’ v xi 그 ^  그압 aps

그 <i°i 1% 그 ^O / £ 영…

<증국율주깨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 
로，중국어문선교회 의 공식 적 인 입 장을 대 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지는 한국간 
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욜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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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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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사람

증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이 호 )

137-069

받는  사람

중국*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

137-069



r중국율 주깨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엽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으신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직접 전화(02-533-5497, 02-502-0132, 담당자  정광숙 간사)룰  주시면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료롤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지로번호: 7602362

중국을 주께로 독자카드<1996년 9, 10월호)

귀하의 의견은 r 중국율 주깨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r 중국읕 주께로j  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율 주께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정기구독 신청서(전화신청 및 문의: 정광숙 간사 Tel.02-533-5497，02-592-0132

1.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

□  신규구독  ᄆ 재구독 □  주소변경 
*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

□  1년 21,000(6권 ) □  2 년

2. 신청인 이름

19 년 월부터 
42,000(12권 ) □  3 년 

( 남’ 여 )

생년월일 

배날■주소(우 

전화 : ( 집 ) 

교회명
기타 요망사항

( 직장 ) 팩스:

19 년 월까지 

63.000(18권)

직분

3. 주소변경 ; 성명 전화

변경주소(우  -  )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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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 즈 ]도  선  JEL시 * J lH 송 0 다 활 동 이  

자 유 롭 지  못 한  북 방 지 역 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벌목장에서 ■시베리아 벌목징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 
고 하  음으로 하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11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로 

북한주민 귀순하게 됐습니다■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 

러시아의 다 그런데 우연히 귀 빙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시골주부 요 지금은 마을 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중국교회 극동방송과 이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올 한딥니

지도자 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긴에 맞
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빙송을 들으니까 합창(찬송)이 끝난 

북한지역 후에 어느 시림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주민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디든지

히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신주의자도 민족주의 

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극 두  방 수  

° W I  아 방 수

E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  . 6 . 9 .1

영육  구원

(서울 320- 0283, 0290

[1] 어느 은행이든 99번 칭구에 가셔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정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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