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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교 적응 S 련을 아십 U 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용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 1 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세 •러 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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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주 5일)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 선발기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여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본동 7 S 6 - 7  신우빌9  4 0 2 호

우 1 3 7 - 0 6 9  
TEL: 02| 5 3 5 - 4 2 5 5 ,  59 4 -8 0 3 8  

F A X ： 02) 5 9 9 - 2 7 8 6

중국선 교훈련원은 선교언어 훈련과 중국운화 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훈련원온 초교파적 • 복음적 단체로 1989년 10월 30일에 창립된 중국어문선교호ᅵ(대표:박성주 장로}의 부설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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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Y > |  그향게 奶  狀 . 해 는  지낭 ’ 9 5 G C O W E  디쒸 때 2 0 0 0 別 W  \° t  m0^  

人; ! 2 人h l r叶송* r > l로 T ^ J ： 바 ° i c f .  ° I ^ T ： 방국 2 익기■ * H 4 H 1  W 1  세계 

드인 약속0 l [ h  1托 * I  쎄 吃  놓2  f i c ^  - fW t  a f H ^ I  ^  7找나■，시구 2 칙 성2 터 
2 2마  때 질2  般  - ^ o , oN ct  그여으i  O , 0 ^ 0  â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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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a a 와 지 도 자
1 6  다섯 가지 위기 데이비드 왕(David Wang) 

2 0 바톤을 010뻗을  것인가? 싱푸껑(顺 i t i )

— — ________I 첫 번쩨 만남 광위에(ᄈ )

2 6  진리를 이어갈 새로운 세대 양푸잉(陽f験 ) 

2 8  ^  人I디!, 새 양^  방식 황러링(좋^  

3 4  무엇올, 누간, 전떻게고르칠 것인가? 정현진 

4 0  “ 거기 말씀의 갈증이! j 었다”  무쥔(雛 )

A ja  •게 * 안

/ / 선교일언 ᅮ출애굽 역흐화 선교 오치용 

6  인터뷰 조선족 상처, 두레마을이 싸맨다- 

중국에 두레마울 세우는 김진홍 목사 권수영

T O  세미나 지상중계 중국선교 문서사역 활성화 방안 쉬에콩치 礎 ? I奇) 

5 8  종교법규^종교활동 통제吾 위2 [새  권정들 

9 0  궁금합니다. 중국선교… 신학은 평신도 선교사에Tfl 꼭 필요할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동화

인 물  사

______  4 8  중 국  교회 순례(3) 早난교회(魯南敎會)

5 0  중국선교의 발자취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방지일 

5 2  중국의 신앙인물<2) 왕밍다오(1900〜 1991}

4 4  중국 성도의 간증 젊은 지식인들에게 나룰 보내소서 타이더 ( 雜

6 0  중국 교회 체험기(7) 옥중에 있는 성도들 메이쩡즈( IS li돼) 

8 6  현지에서 온 소식 부부선교사，진정한 동역자로 서기까지 박애린

중 극 은  지 3

6 2  변호^하는 중국 다시 일고 있는 대학생들의 ‘입당열

<55 중국울 옭아매고 있는 법룹

7 8  연재기획 1997. 7. 1. 홍콩반환을 논하다{2) 

홍콩 초대 행정장관 둥젠화 I  아시아 맹주 깃발 올리는 중국 연구부

1 0 8  중국 동향 초점 중국선교 탄압 강화 연구부

8 2  중국은 지금 5 포의 ‘혈액시장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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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作天好? / BT zuotian hao. (비 주오티엔 하오.) 어제보다 좋습니다. 3

발행인 칼럼 교회와 선교인력 개발 이동화 7 

묵상의 샘 자신의 위치룹 지키자 57
시사만평 남편의 비망록 리 멍 찐 장 ) 85
중국인의 유모어 선비가  찾는  책 99
세계선교 동향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편집부 1ᄋᄋ
선교 중국어 你 可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대 차이나 104
신간 도 서 『한국인은 없다』외 105
중국어 찬송가 + 字 爲 我 麵 십자가로 가까이 -  찬 496)> 106
중국어 복음성가  ^ 天, 亥IJ(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07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연구부 77ᄋ

시사용어 개혁 개방 경제 용어(3> 775

선교단신 T16

중국 . 중국인 극장 선전 포스터와 명에?1|손 유민호 43
선교사의 사역 중국 물가 동향과 선교사 생활비 편집부 bb
중국 단기선교 여행 코스(1) 선양(激 ！) • 창춘(長春  • 엔벤(S i»  연구부 7ᄋ
중국문화 젓가락(疾구> 탕f < « 향) 92
중국영화 감상 황비홍(黃飛鴻) 이창우 96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용 문서목록 118

병핵부록 ‘증 器  ? 께 * ， 기 s 캥힌더 ( 9 7 . 3 . 4 원)

5지생)3
봄올 맞아 모종을 배양하고 있는 윈난(雲南)성의 소수민족.

파릇파릇 싹이 돋는 모종처럼, 
중국 교회의 미래를 밝힐 

새벽이슬같은 젊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줄애굽 역본화 선교

오치용

을 주께로 돌리는 선교운동에 
힘쓰는 모든 분들과 함께 출애굽적 
선교의 소견 한 마디로서 역본화 

선교 (T ranstex tuaM rg Mission) 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는 선교의 어떤 
집중적이고 공동적인 개발이 중국을 향한 
한국 교회 선교에 시급히 요청된다고 믿기 
때문이^ ■

교본, 상황, 그리고 역본
19&4년 8월 21일, 홍콩 주재 선교사 겸 한인 
교회 개척 담임자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 
에게 주어진 선교의 교본(text)은 한국인으로 
서 이해한 성경과 한국 기독교였다. 그리고 
내가 들어와 있는 상황(context)은 중국 전통 
문화와 국제문화가 어우러져 변천하는 홍콩 
의 상황이었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부로 영국의 유니온 
잭 아래서 중국의 오성홍기 아래로 옮겨지는 
(transition) 이동상황 아래 있었다. 나의 교본 
(text)이 성경이요 기독교라하지만, 사실은 
한국어 성경이요 한국 기독교였기에, 나는 곧 
상황화(contextualisation)의 문제에 직면하 
게 되었다. 끊임없이 한국적으로, 한국 기독 
교적으로 생각하는 나와 한국 성도들의 의식

구조는, 선교지 내에서 다시 어떤 이동을 통 
해 극복되어야 함을 느꼈다.

그리고 결국 1987년 7월 4일, 당시 홍콩섬 
지역 중심에 위치하여 한국인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던 교회당을, 중국 대륙에 가까운 신 
계지의 다이와이라는 곳으로 옮기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중국인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 
가서, 중국 상황에 적응하는 선교운동의 한 
역본(a transtext)°1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은, ‘선교는 기독교와 
복음의 번역 (Mission as Translation)’이요, 
또한 선교는 역본화(Mission as T ranstex- 

tualisation)’2}는 것이었다.
번역(translation)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보 

여주신 성경과 역사의 본(text)을 바르게 담 
아내는 그런 번역，교본적인 번역, 이러한 의 
미는 영어의 ‘translation’이란 단어로 다 담아 
낼 수 없어서 한자어의 뜻을 빌어 역본 
(역:translaion+본:text) 이라고 표현해 보았 
다. 그래서 이런 바르게 된 모범적인 번역으 
로서의 기독교를 이루는 선교운동을 ‘역본화 
(transtextualizing)’라는 용어를 만들어 표현 
해 보았다. 보통 우리가 번역본을 역본이라고 
하는데, 선교용어트 역본화라고 할 때는 성경 
적인 기독교 번역 운동, 즉 기독교를 성경적

4 冷不冷 / LSngbulfeng? (렁 뿌 렁?) 奋습니까?



으로 세우고 상황 속에서 발전시키되,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적(textual)인 모습을 적극적 
으로 확립해나가는 그런 선교운동을 의미하 
려는 것이다. 다만 성경번역같은 그런 번역의 
역사, 경험을 우리 기독교와 선교는 갖고 있 
기 때문에, 번역적 선교(translational mis- 
sion)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중국선교 자체에 
매우 깊은 교훈과 빛을 던져줄.것이다. 번역 
에서 배우면서 성경적 기독교를 상황 속에서 
건설해 나가는 것이 역본화 선교(transtex- 
tualising mission) 이며 이 차원에서 중국선 
교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출애굽의 역본화 선교
중국선교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선교적 역본 
들을 만나고 있다. 각종 선교단체, 교회，그리 
고 개인 선교사역자들이 중국 내외에서 그 나 
름대로의 모델을 이루며 중국 복음화를 향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적인 힘의 결집이 
부족하다. 또한 중국의 상황이 선교정보의 교 
환, 협조적 선교를 어렵게 한다. 공인교회, 비 
공인교회, 혹은 삼자교회, 가정교회 혹은 지 
하교회 등, 사실 어느 하나의 명칭도■ 정확하 
게 중국 교회 개개의 교회와 성도들을 표현하 
는 말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중국 내의 선교는 서로 얽혀 있으면 
서도 외견상으로는 나뉘어 있다. 어떤 공동광 
장들이 필요하나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한 
두 가지일 수도 없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바 
탕으로하는 데는 궁극적인 공동광장이 있듯 
이，선교적 접근법에도 어떤 공동광장을 개발 
한다면 중국선교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한국 교회는 중국을 주께로 돌이키 
는 선교 번역가적인 사명을 중국 교회, 세계 
교회들과 같이 나누어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로부터 수차례 경고까지 받을 만 
큼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는 문제도 많으나 열 
심이 특심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한국 교회 
는 이웃 국가 교회 와 더 불어 선교의 공동광장 
을 개념, 정책, 전략, 실험적 차원에서 같이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 교화는 중국을 주m  돌이키는 
선교 번역가적인 사명을 중국 교회， 
세계 교화들과 같이 나누어 감당하01야 
할 것이다.

그 하나로 제언하는 것이 출애굽과 선교를 
결합한 출애굽선교 개념을 같이 개발해보자 
는 것이다. 역본화 선교의 본을 대표적 구원 
개념인 출애굽에서 찾되, 구약과 신약에 걸친 
그의 출애굽(눅 9:31)에 입각하여 총력을 기 
울여，먼저 한국 교회가 내놓는 출애굽선교 
신학과 전략이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출애굽선교 신학과 전략을 중국을 주께로 
돌리는 데 적용하는 역본화 선교를 해보자는 
것이다. 한국 교회들이 중국선교의 경험을 출 
애굽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일이다. 새롭게 
일어나는 출애굽적 선교운동이 새 부대가 되 
게 하고，새 포도주같은 복음의 새로운 번역 
을 위해 번역 선교사들의 경험도 들어보면서 
새 출애굽운동을 중국을 위해 일으켜 보자는 
것이다.

출애굽적 선교운동을 한국 교회가 개발하자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와 함께 나누는 출애굽 
역본화 선교의 한 시도로서，금년 1997년 2월 
23일 홍콩의 다윗성 문화중심이 주최하고, 한 
국선교교회가 뒷받침하는 신 출애굽성회 
(New Exodus Convention)가 홍콩의 실내 체 
육관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같은 역본을 공동 
의 역본이 되도록 함께 개발할 수 있다면, 장 
차 한국 교회는 중국을 주께로 출애굽시키자 
는 각오를 가진 잘 훈련된 중국 출애굽운동가 
들을 얻으면서 세 계 교회 가 동참하는 중국 출 
애굽선교를 발전시킬 줄 믿는다. 한국 교회가 
호렘산에 선 둣 우리에게 출애굽적 소명이 오 
고 있는 것이다.

오치용/왕십리교회 담임목사

天氣很冷 I Tianqi h§n leng. (티엔치 헌 렁•) 날씨가 奋습니다.



조선족 상처，

두레마을이 싸맨다
중국에 두레마을 세우는 김진홍 목사

권수영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재중국동포 
문제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중국을 방 
문하고 돌아온 김진홍 
목사(남양만 활빈교회 
담임목사, 두레공동체 
운동본부 대표)를 1월 
14일 남양만 두레마을 
에서 만났다. 한국인에 
의해 사기당한 중국 동 
포들의 실상을 직접 보 
고 돌아온 그는，•중국 
동포 껴안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에 동포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두레마을 자활촌을 건 
설할 계획을 털어놓았 
다.

今天很暖和 / Jntian hdn nufinhuo. (진티엔 헌 누안후어.) 오늘은 따뜻합니다.



중국에 두레마올올 세우려는 계획 
을 언제부터 세우게 되셨습니까? 이번 중국 
동포 사기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 의 큰 축복을 받아 영 적으 
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살리는 정신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따라 한국 교회 가 중국선교 
를 잘 감당하면 그로 인해 우리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중국의 14억 인구에 게 복음을 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봅 
니다. 중국은 근대사의 상처로 인해 서구인이 
전하는 기독교는 잘 받아들이 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체제상 직접적인 복음전도의 길 
은 막혀 있으므로 간접 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데, 그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니 두 레 을  같 
은 공동체 스타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인 것 같아요. 넓은 농장에서 중국인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장기 적인 안목에서 복음 
을 전하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 
년 간 서서히 연구，접근해오던 중 이번에 조 
선족 사기문제가 터지자 본격적으로 중국 두 
레마을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 현지를 방문하면서 목격한 
조선족들의 사기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중국 동포들을 돕는 일 
을 맡게 되어，작년 12월 17일부터 1주일 간 
엔지(延,V)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까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문제가 더 심각했 
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빚을 져도 빚쟁이들 
이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살아가면 
서 조금씩 갚아도 되지만, 중국은 우리와 달 
라서 해마다 12월 안으로 빚을 완전히 갚고 
다시 새로 빌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12월 말 
까지 빚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테러를 가해도 사회 가 용납한답니다. 한국인 
들에 게 사기당한 조선족들은, 친지는 물론 한 
족들에 게까지 돈을 빌렸는데, 12월 말까지 빚

을 못 갚으니 한족들의 횡포가 매우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맞아서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땅 뺏기고, 집 뺏기고, 가족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앉 
은 사람들도 있더군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보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조선족들에 게 몹쓸 짓을 했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만 조선족한테 사 
기 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 업 가들이 중국에 
가서 조선족들에 게 사기를 당한 예도 참 많습 
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같은 입 장 
이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한국 
인들이 사기를 쳤다는 게 정말 가슴아픕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한국에 대해 원망과 
한을 품도록 내버 려두지 말고，크리스천과 동 
족의 입 장에 서 그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 
주자는 취지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 
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그들이 한국에 오려다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중 
국 동포들이 한국을 왕래하기란 상당히 어 렵 
다 못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조선족들에 
게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 
어주어, 이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중국동포 돕기위원회는 우선 시민연합 차 
원의 운동을 일으켜, 한국에 오려다가 사기 당 
한 피해자들에 게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 
어주는 것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 
른 한편으로는，출국하기 위해 빌린 돈 때문 
에 길에 나 앉거나, 병들었거나，심 각한 피해 
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 다. 최근 시 작된 중국 
동포 돕기 모금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 
여, .이돈을 직접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노동하는 중에 
산업 재해를 당했는데，제때 치료를 해주기는

今天ᅳ點兒也不冷 /  Jintian yidiSr y6 bu I6ng. (진티엔 이디얼 예 뿌 렁.) 오늘은 조금도 춥지 않습니다.



사기꾼에게 돈도 빼앗기고 몸까지 무너졌다. 사기를 당한 뒤 심장병을 얻어 누운 조선족 할아버지.

커녕 본국으로 추방해버린 경우, 또는 치료는 
받았지만 본국에서 재발된 경우 등을 찾아내 
어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를 부담하여 치 
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 동포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국 정부의 정책도 문제지만，한국에만 오면 
떼돈울 벌 것이라는 조선족들의 ‘코리안 드 
림’ 또한 이번의 사기 사건을 부추긴 주범이 
아니었율까요?
한국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떠들어 
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나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 
으로 나아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물론 
중국동포들에 대해 한국이 일차적 책임이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한이 잘 산다 
는 얘기를 듣고, 중국 현지에서 남한 국적 사 
람들은 전부다 돈으로 보인다든지, 남한에 오 
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동 
경하고 기대하는 중국 동포들의 의식도 큰 문 
제라 여겨집니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살던 중국 동포 
들이 갑자기 한국 사회에 와서，기대하던 것

처럼 성과를 거두기란 어렵습니다. 아마 10명 
이 왔으면 잘해야2~3명 이외에는 이래도 저 
래도 실패와 좌절을 겪고 돌아가지 않을까 생 
각합니 다. 그들에 게 경 제적 인 도움을 주는 것 
도 중요하지만，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위로 
하고 치료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한국 시민단체의 조선족 
사기 피해조사 활동올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 
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활동을 벌이면서 중 
국 정부와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조선족은 한민족이긴 하지만，중국인이라는 
자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55개 민족 가운데 티 벳, 위구르, 조선족 등 소 
위 변방 지역의 소수민족을 주시하고 있습니 
다. 이 중에서도 남한의 경제적 영향력, 신앙 
적인 침투를 받는 조선족이 민족 독립 문제를 
일으킬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 
에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사기 피해 조사차 갔 
을 때도，중국 정부가공식적으로는 조선족은 
엄연한 중국 공민이므로 무슨 조사할 것이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중국 정부를 거쳐야지,

我看今天最冷 / WO k^n jintian zui l§ng. (워 칸 진티엔 쭈이 렁.)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제일 춥군요.



직접 적으로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 
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일들을 뒷 
받침 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법규만 잘 지키 
면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 동포들의 자활을 돕기 위 
해서 중국 두레마을은 앞으로 어떤 사업올 벌 
일 계획입니까?
중국 동포들이 중국 땅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두레마을은 중국 지린(,v 林) 
성에 5백여만 평의 땅을 확보하고, 그 땅에 
사기 피해자들과 한국에 서 산재를 당해 불구 
자가 된 조선족들을 위 한 복지 마을，자활마을 
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호받 
으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심각한 사기 피해를 당한 40가정이 먼 

저 들어오고，앞으로 300가정이 더 들어올 것 
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농사짓고 소, 돼지 
길러서 중국의 시범농장을 만드는 비 전을 갖 
고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자립하고, 중국인 
들에게 한국의 선진농업 기술을 보여주어 중 
국식 사회주의가 아닌 두레마을식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두레마 
을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북한의 굶주린 동포 
들을 위해 쓸 계획입니다.

중국 사회에 영향력올 끼칠 수 있 
는 두레마올 정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두레口!•을은 공동체를 통해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체 삶의 뿌리가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 
스도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규모있는 두레마 
을 농장이 이루어지려면 전기，운전, 용접, 배 
관’ 농업전문가, 기계’ 설비 건축 등 각 분야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노력 봉사를 할 
일군도 필요하지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뜻이 있는 평신도들이 몸으로, 물질로，시간 
으로 헌신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 간에 숭국 
두레마을이 설립되어 중국선교의 교두보 전 
진기지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취재, 글/ 구1수영 • 본지 편집기자

比昨天暖和一點兒 I Bf zuotian nuanhuo yidiSr. (비 주오티엔 누안 후어 이디얼.) 어제보다 조금 따뜻합니다. 9

중 국 북 한  

동 모 器  

도 옵 시  다

중국의 동북삼성인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는 2백만의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그들은 지난날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4 립지사들의 후예들이거나 일제의 수탈에 억눌리다 만주로 떠났 
던 슬픈 선조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동포이면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에 중a 한 역 할을 감당할 사람들입니 다. 그런데 소수 
불량한 한국인들이 그들을 속이고 짓밟고 수탈하여 그들의 어려움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중국인 
빚쟁이들에게 집 빼앗기고 올매 맞고 거리로 내몰린 가정들이 허다 
합니다. 이에 활빈교회와 두레공동체운동 본부에서는 중국동포돕 
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동포들의 어려움은 더욱 처■절합니다. 봄이 다가 
올 때까지 얼마나굶어 죽을지를 대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무리는 가능한 한 길을 찾아 동포들을 돕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 사업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더러는 몸으로 더러 
는 물질로 더러는 기도와 지식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  중국.북한 동포돕기를 위한 성금을 위해 아래 
은행구좌를 열었습니다. 

e  적은 돈 한푼이라도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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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서사역의 특징과 역할

상업적 두뇌와 영적인 안목이 필요 
책을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려면 품질관리와 
출판 기술에 신경을 써야합니다.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문서 중에는 이단이 발행하는 문서 
가 많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 체제에 반대 
하는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들도 있습니다. 대 
부분 이런 문서를 접하면 정부의 압제와 핍박 
를 받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CCL(복음증주협회:福音證主協會)의 경우, 
간체자 문서 사역을 시작한 I960년부터 지금 
까지 항상CCL 마크를 인쇄하여 책을 출판합 
니다. 10여 년 동안 저희 CCL에서 발행한 모 
든 문서는 중국 내에서 좋은 책으로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것은 바로 품질관리 
를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매우 방대한 나라이기 때문에，한국 
에서 출판해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중국 전 
지역에 고르게 배분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서적들이 연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 산간벽 지까지는 들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서가 중

국 내 산간벽지까지 모두 전달되도록 노력하 
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발행망(net)에 
심 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CL에서는 중국 
내의 상황과 정치여건을 살펴보고 그것에 적 
합치 않는 문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왜냐하 
면 책을 한 권 내는 데 많은 돈이 드는데, 잘못 
된 책을 내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 
문입니다. 문서사역자는 최소의 제작비로 최 
대의 효과■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는 것- 
를 추구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을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 
려 는 상업 적 인 마인드 뿐만 아니 라 영 적 인 안 
목도 가져야 합니다. 즉，책이 팔릴 때 그 책으 
로 인해 독자들의 영성이 부흥되고 있부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서사역은 하나의 수단 
현재 중국에서 제일 필요한 사역은 지도자 양 
육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도구로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양육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문서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합니다.

你愛什麽花? / NT Si sh^nme hua? (니 아이 션머 호K?) 당신은 무슨 꽃을 좋아합니까?



다른 사역과의 협력
책은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한 사람 
이 직접 그 문서를 가지고 가르치며 양육해야 
효과가큽니다. 홍콩에서는 복음방송, 테이프, 
양육자, 문서 사역자가 모두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프로그램(중국어)을 테 
이프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에 
가지고 간 다음 해외에서 온 사역자들이 성도 
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테이프와 함께 카세트도 선물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사용한 문서 사역과 양 
육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대도 
시에는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 
습니다. 컴퓨터는 문서 처리 뿐만 아니라 커 
뮤니 케이션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세 
계 화교 교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출판된 
책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래서 만약 
전도에 관한 책의 모든 정보> 예를 들면 출판 
시기, 출판사, 저자 등을 알고자 한다면 인터 
넷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이트 
가 완성되면 컴퓨터를 사용하여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도 인터넷이 개방되었습니 
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제재가 있긴 하지 
만 경제 개방과 과학의 발달에 의해 계속 확 
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지식인들과도시에 
서 사는 중국 성도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나라들로부터 기독교 관련 정보와 자원을 받 
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중국 내의 문서사역

지금까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양회에서 출판하는 책 
양회에서 출판하는 책은 모두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인쇄품인 성경은 지금까 
지 1,500만 권 정도가 인쇄되었습니다. 성경 
과 찬송가，주석성경은 중국 정부가 인가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성도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서적
일반 출판사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책을 출판 
할 경우 기독교 양회의 허 탁을 받아야 합니 다. 
기독교 양회에서 나오는 책들은 일반 서점에 
서는 판매되지 않지만，일반 서점에서는 기 
독교 관련 책들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이곳 
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서적이 출판되고 있습 
니다.

가정교회 성도들이 출판하는 서적
이것은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초기에 가정교 
회가 출판한 서적들은 대부분 복사본이었는 
데, 요츰은 발전하여 하드커버로 인쇄되어 나 
오기도 합니다. 이 렇게 출판된 책들은 무료로 
다른 지역 성도들에게 공급됩니다. 양회나 일 
반 서점에서 나온 책들은 유료인 반면，가정 
교회에서 나온 책들은 무료이고 종류도 무척 
다양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단에서 
발행하는 책들이 이 통로를 통해 많이 나온다 
는 것입니다.

CCL 문서사역의 전략과 계획

1970년대, 복음증주협회가 시작될 당시 중국 
은 문화대혁명, 즉 4인방의 혼란시대였습니 
다. 그 때는 중국과 외부의 연락망이 차단되 
었고，교회와 성도들이 최악의 핍박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10년 동안죤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님께 죄송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기도였습 
니다.

1980년도부터 중국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는데, 덩샤오핑(IM 、平)이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는 경제 개방노선을 채택 
했습니다. 그래서 CCL은 기도를 시작한지 10 
년이 되던 그 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 
로 녹음 테이프와 문서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 
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초리 
로 쳐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CCL의 사역자들

我喜歡梅花 / \N6 xThuan m6ihua. (워 시환 메이호h) 저는 매화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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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이프와 문서를 들고 중국에 들어갔을 때 
무척 긴장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성도들이 체포되어 고통을 당 
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 기 
간 동안 우리가 발간한 대표적인 문서는 ‘찬 
송가 300(중국 교회 성도들이 즐겨부르는 찬 
송가300편)’ 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나 
가는 책입니다.

1990년도에 와서는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도자 양육과 훈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서사역의 개념을 바꾸 
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문서사역의 목적 
은 중국 성도들의 성숙이며, 우리는 단지 하 
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는 삼자교회와 가 
정교회가 흑백으로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 
닙니다. 물론 아직도 삼자교회에는 가정교회 
나 CCL과 같은 단체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또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도 삼자교회 

•를 ‘사탄의 도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극단을 달리는 사람보다

는 중간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교회든 삼자교회든，성도들의 목적은 하 

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삼 
자교회에게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성경 
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래 양회의 종교적인 목적이 상실되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성도들은 정치적인 
얘기를 싫어합니다.

홍콩 반환 이후의 문서사역
1997년 7월 1 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 홍 
콩 복음증주협회는 다소간의 어려움에 직면 
할 것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앞으로 
CCL의 주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홍콩 CCL에서 가정교회에 
공급했던 사역을 국제복음증주협회에 위임 
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97년 이후에는. 
CCL의 일을 다른 통로에 분담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생각입니다.
2) 다양한 통로를 사용하여 문서를 발행하고 
공급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양회, 일반 출판 
사，가정교회에서 출판하는 것, 해외에서 출 
판 하는 것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통로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복음증주협회에서는 중국 내 사역센터를 
설립할 15개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홍콩과 해 
외에서 가져온 서적들은 이 센터로 집합될 것 
이고, 이 도서들을 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양회의 인가를 받아 
출판된 책은 그 도시에서 고속복사기를 개발 
해서 대량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각 도시의 
성도들이 이 문서를 가진 교회 지도자의 양육 
을 받아 스스로 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 
국 성도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외국인 사역자 
들도 이 센터를 통해 양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CCL이 점차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도록 중국 정부 측과 협상해 갈 것 
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우리 신앙의 
입장과 취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는 계속해서 중국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것입

好* 嗎? /  Haok^n ma? (하오칸 마?) 예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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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문서 공급은 미국，유
럽과 대만 등 해외 지부의 사역으로 옮겨질 것 
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많은 미국 

유학생들을 통해 중국 성도들을 양육할 것입 
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리라믿습니다. 계속해서 협력해 주기 
를 바랍니다.

질의응답

질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중국 근로자 
들이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 접하고 양육을 받 
아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어떤 식으로 계속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 해외에서 양육을 받고 귀국한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 
다. 아무리 해외에서 양육을 잘 받았다 하더 
라도,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이 적절한 
재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 
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세 
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중국 내에 있 
는 기독교 단체(교회)에 소개해 주어야 합니 
다. 그리고 극동방송, 트랜스월드 라디오 둥 

복음방송을 통해 영 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합니다. 또 자신의 어 려움을 서신 
을 통해 해외의 기독교 단체에 보내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해 
외의 어떤 단체가자주 중국에 들어가사역을 
한다면 이 형 제를 연결시켜 양육할 수도 있습 
니다.

중국 내에서는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선이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 
괄적인 방법으로 돕기보다는 각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 한국에서 중국으로 책을 가지고 가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원시적인 규모로

라도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CCL에서 책이 
아닌 디스켓을 한국에 보내주어 활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 저작권 문 
제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디스켓으 
로 책을 인쇄할 경우엔 사전에 CCL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 
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출판한 책이 완전 무 
결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는 교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글 
자가 잘못되었을지라도 그로 인해 책 내용의 
중요한 의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 
우는 책이 출판된지 너무 오래되어서 현재 상 
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것은 품질 
관리 방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교회에서 출판된 서적 
이외에 양회와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들 
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중국에서도 지적 소 
유권과 판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 
로 이 런 상황에서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 
을 가정교회에서 출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 
다. 정부에서는등록되지 않은문서의 출판을 
엄격히 통제하므로, 중국 내에서 불법복사하 
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가 책을 복사했는지 
추적당할수도 있습니다. 중국 성도들에게 이 
책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출판 
되었으며 지적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소재가 분명 해야，문제가 발생해도 그로 
인해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서 
나 사진，카세트 등을 무료로 공급해 줄 수는 
있지만，사전에 의논하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공급된다고 해서 그것 
을 상업 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복사했다면 저희들 
은 그 견본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CCL에서 출판된 책들이 복사되어 나갈 때 아 
주 좋은 품질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CCL의 책이 라도 그 판권이 저자에 게 
있으면 출판할 때 제한을 받습니다. 즉 위탁

是啊，挺好看 I Shi a, tTng hSokan. (스 아，팅 하오칸.) 네，아주 예뽑니다.



한 개인과 출판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합 
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더 
많은 책을 복사해서 중국에 공급하기를 원합 
니다.

질문/  한국에서 중국을 위한 문서사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까요? 
응답/  지금 중국 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양육 
교재로한국인이 쓴 『신생명(新生命).신생 
활(新生活)j 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 있 
는 저자가 원고를 홍콩 CCL까지 보내 주어, 
홍콩에서 위탁 인쇄를 한 후 중국 내에 공급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 
는 선교사들이 원고를 홍콩에 보내면 CCL에 
서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신생 
명(新生命) • 신생활(新生活)』은 이미 중국 
어문선교회 CCL협력부에서 자체적으로 인 
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 출판사에 
서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 교회 
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에 보낼 좋은 서적이 있다면 한국 교회에 
서 중국에 있는 출판사와 경비나 여러 사정들 
을 협상한 후 출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발행을 돕는 것입니다. 주석 
성경과 일반 성경은 성도들이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중국 성도들에게 주어서 그 돈으로 주석성경 

을 산 뒤 여러 집회처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여행을 

많이 합니다. 이들이 여행할 때 항상 휴대용 
으로 신앙서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중 
국성도들에게 준다면그들에게 큰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책들이 
연안 도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륙 지역에도 
보급되는 것입니다. 이 때 가급적이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문서 사역 
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역을 위한 기도와 
헌금도 훌륭한 협력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책을 무료로 공급하게 된 배경에는 성도들의 
많은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지난 12월 18일 쉬에콩치 국제복음증주협회(Christian 
Communication Ltd.) 총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된 중국선교단 
체 사역자 간담회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薛孔奇/ 국제복음증주협회(C.C.L) 총재 
번역/ 차이나 • 본지 편집기자 
정리/ 안정숙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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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올 보내어 주소서 하라”

현재 중국 교회의 지도자 기근 사태를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점점 

높아가고 있다. 신도의 급속한 숫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를 배출해 

낼 중국 신학교가 원천적으로 희소하다는 사실은 중국 교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재난으로 말미암은 

중국 교회 구세대, 신세대 지도자 간의 단절문제도 심각하다.

본지는 이번호 특집을 통해 중국 교회의 지도자 문제를 살펴보고，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중국 교회의 어려움에 어떻게 동참하여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자 한다. 1

比作天好? /  BT zuotian hao. (비 주오티엔 하오j  어제보다 좋습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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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중 국  a 호 1와  지 도 자

다 잇  가규이 의 기

데이비드 왕(David Wang)

필자는 중국 가정교회 운동의 최 

s o  고 지도층인 원로(老人)들과 만 
U  나 그들이 현재 직면한 몇 가지 이 

슈에 대해 토론했다. 정치적인 압 
력과 박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회는 지난 
47년 간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처신하는 법을 
배웠고, 또 살아 남았다. 한 자매는 다음과 같 
이 말했다.

“중국에서의 박해가 사라져 달라고 기도하 
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께 
더 가깝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 빈 
틈없게 합니다. 그것은 우라'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해주지요 우리는 가장 심하게 
박해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고(故) 왕밍다오( +:叨道) 목사는 말했었다. 
“ 형제님, 로마서는 박해와 시련이 우리를 주 
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 
다. 그러 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 게 경고하듯 
풍요함과 안락함이 우리를 주님 앞에 냉담하 
게 할 것입니다.’’

요컨대 문제는 ■등록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이다.，수년 간 정부는 가정교회를 둥 
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원로들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에게 어떻게 처신할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확 
신하고 있다.

거 짓 가르침과 이단사설도 심 상치 않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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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부각되고 있다. 원로들은 말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교회는 ‘사도행전’ 은 경험 
해 왔지만, ‘로마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중국 
교회 는 또한 고린도 교회 가 지 니 고 있던 문제, 
즉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빠져들고 있다.

국내 외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협 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비롯한 각 복음방송 아시아 지 
부에서 ‘디모데 프로젝트(ProjectTimothy)’ 
에 참여하여, 조직 적인 라디오 방송과 출판을 
통해 중국의 젊은 일꾼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중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위기들이 산재해 있다.

관습화와 상례화의 위기
"우리의 모임은 판에 박힌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네” 라고 한 원로는 말한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더욱 많은 기대 
를 걸고 있어. 그리고 빠르게 관습화되어 가 
고 있지. … 설교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은 하 
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해. 
신앙 부홍을 위한 우리의 열망은 더 많은 자 
유와 함께 줄어들고 있다네….”

“교회가 더욱 체 계화되어 감에 따라 교회에 

서의 성령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는 
단지 숫적으로만 성장할 뿐입니다. 새신자들 
의 양육은 더이상 연륜있는 오랜 신자들이나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홍콩으로부터 
들여온 책자를 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언제든지 모이고는 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신자들은 기도하거나 성경을 배 
우기 위해 모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단지 주 
일에만 만납니다.”

지도력 早재의 위기
나이 많은 지도자들은 그들이 항상 여 행을 하 
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 
또 이들은 “ 우리는 나이가 들고 지 쳐 가는데, 
젊은이들은 더 이 상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 
이지 않아” 라고 불평한다. 젊은 지도자들은

“문제는 0 리 에 게  성실아 q  ^AjOJL * 1 |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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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지도자들이 박해와 정신적 고난에 
집착해서, 자신들에 게까지 그와 같은 것을 견 
디라고 요구하는 것을 비 난한다. 젊은 지도자 
들은 선배 지도자들이 자신들과 정치적 싸움 
'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 선배 지도자들 
은 외부에서 온 방문자들을 접대할 때 우리를 
그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 지도 
자의 말이다. 그러나 나이 많은 지도자들은 
너도나도 말한다.

“ 우리는 이미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더이 

상 젊은 일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 
어. … 과거 우리는 하루에 네다섯 시간씩 
기도하면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곤 했지. 지금 
우리는 2세대(老兒)와 3세대(老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방수 마냥 동분서주하고 있다

天氣很冷 / Tianqi ten leng. (티엔치 헌 렁.) 날씨가 奋습니다. \-\7

중국 교회는 조직적인 지도자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들여간 성경을 받아든 중국 청년



구. … 그들에겐 훈련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
는 지금 늙고 지쳐 가고 있어. 문제는 우리에 
게 성실하며 열심있는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 
이야!”

분리와 볼신의 위기
•개방 정책’ 과 함께 존 번연의『천로역정』에 
서부터 포르노그라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이 중국에 들어와 있다. 또 이와 함께 •복음적 
인 순수한 은사와 불순한 은사’ 사이에 교파 
주의의 갈등이 있다. 전에 필자는 중국 교회 
를 가장 카리스마적인 교회라고 묘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상황은 바뀌었다.

물질주의에 인한 위기
지난 십년 동안 고층 빌딩이 논이나 연못 가 
운데 세워졌다. 상하이(上海)만 해도 40층 이 
상되는 건물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250건 이 
상이다. 물질주의는 중국에서 실질적인 위협 
이 되고 있다.

경제 부홍과 부정 부패, 인플레이션이 교회 
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원로들은 과거에는 
대체로 공산당과 사회가 ‘신은 없다’면서 교 
계 지도자를 핍박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제 
는 “ 지난몇 십 년 동안중국에 유입된 물질주 
의와 자본주의가 그 밝고 빛나는 비수( 匕首) 
로 우리들을 찌르고 있다” 고 말한다. 이들은 
“ 돈이 하나님이 되었다!” 며 탄식하고 있다.

남부의 신자들의 경우 주일에 근무하면 비 
교적 높은 액수의 수당과 보너스를 약속받는 
다. 광저우(廣州) 다마잔( 人摇站) 교회의 린 
센가오(+撒 훈 ) 목사는 필자가 그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이제 독실한 신자인가에 대한 시험은 더 
이상 감옥에 기꺼이 가겠는가 하는 것이 아닙 
니다. 감옥은 과거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지 
금의 시험은 간단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가, 일하러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가장 많은 고생을 한다. 
한 자매는 “ 돈주머니와 여분의 신발을 지니 
지 말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의 가르

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 
다” 라고 말한다. 또 다른 전도자는, “ 전적으 
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이들은 오히려 물 
질주의의 맹습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형제와 자매 사역자들은 경제적 곤란으 
로 인해 돈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지하교회’ 와 접촉하려는 사람들은 자신 
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들을 잘 알고 있든 
지 간에, 함부로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현재 
이것은 황금률이다! 무신경한 선물은 관대함 
을 나타내는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 교 
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왕국의 위기

필자는 지난 중국 여 행 동안 세 분의 나이 많 
은 여신도들을 만났다. 그 중 한 분은 상하이 
에서 어릴 때부터 알았던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내가 1972년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분들이다. 그들은 비록 어떤 직위가 있 
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로부 
터 모두 존경을 받고 있다. 그들은 눈물을 흘 
리며 그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력과 명예, 
흑은 ‘어떤 기회들’을 바라고 외국인을 만나 
거나, 외국으로 여행하거나, 자녀나 친척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 해 애쓰고 있다고 말 
했다. 예전부터 이 사실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공인 신학교 출신이나 가정교회 젊은 지도자 
의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했었다.

“ 삼자 신학교나 성경학교가 우리를 위해 
젊고 생기있는 지도자만을 배출한다고 생각 
하면 큰 오산입니다. 심지어 박해를 겪은 연 
륜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자기들만 
의 왕국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 
혹은 문화혁명 최악의 시기보다 10배나 더 강 
력한 것입니다” 라고 세 성도는 진심을 털어 
놓았다.

"대만이나 서남 아시아, 미국 등 각지에서 
중국으로 온 외부인들은, 더욱 크고 강한 조 
직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과 협력해야 한다 
고 우리의 지도자와 신도들에 게 말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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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더 많은 학문을 쌓기 위해 외국에 있는 
학교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냅니다. 또 그들 
은 우리가중국에서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 준 
다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매들은 우리에게 중국 교회를 기억해 달 

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주 
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이들 원로들에게 가르쳐 준 중요한 
교훈은 “ 아니오” 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난 그 
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 "악한 것에 대해선 
“아니오” 라고 말하십시오. 진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 말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 그래요. 물론 좋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일 우리의 입장이라면 외부인들에 
게 당당히 “아니오” 라고 말하거나 그들로 하

여금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 과 •왕국’ 을 상징합 
니다.”

필자는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 
니다. 당신들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난 침울해졌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다시 기쁨을 회 
복했다. 필자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 원로의 
말이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 왕 형 제님, 우리의 문제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들이 일어서는 것을 도와 
주십시오. 형제님은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도 
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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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교회 지도자 단절 문제를 논함

싱푸쩡 (邪福增)

1950
년대에는 종교에 대한 정 

ᅦ치적 탄압이 주요 문제였 
다. 그러나，80년대부터 중 
국 사회는『범정치화(>U& 

治化)』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는 중 
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파멸적인 재난으로부 
터 다시 교회를 재건하고 중국 내의 교회 자 
원을 발전시키느냐가 주요 과제가 되었다. 중 
국기독교협회의 딩광쉰(T 光訓) 주교가 몇 
번이나 강조한 것처럼,『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辦好敎會)』이 곧 중국 교회의 최우선 임 
무가 된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일

공개적인 종교 활동이 재개된 80년대 이후부 
터 중국의 기독교 신도가 급격히 중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심지어 ‘기독교 붐’ 
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을 보면 그 발전이 얼 
마나 놀라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장쑤(江 
蘇)성을 예로 들면, ’85년에 125,000명이던 신 
도수가 ’95년도에는 90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7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장쑤성 종교사무국 
관리가 밝히고 있다. 신도 수는 800만 명에서 
1,200만 명 사이라고 하지만, 이 통계는 수많 
은 농촌의 처소교회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 
다.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전 중국의 기독교 
신도수가 6,500만 명 이 넘는다고 한다. 여 러 
모로 볼 때 공산화 당시 70만이었던 수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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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족의 발전을 이룬 셈이다.
기독교인의 증가는 기뻐할 일이지만 그들 

의 자질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인재배양조(ᄉ才培養組)」의 쑨시페이(孫 
錫培) 목사는 1991년에 열린 제5회 전국기독 
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토 
로하고 있다.

“ 현재 중국 교회의 실상을 보면 신도들의 
숫자에 비해 목회자는 어림도 없이 적다. 그 
나마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최근 
6년 동안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가 천 명 
이나 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 교회가 당면 
한 또다른 문제는 신도들의 신앙 자질 문제이 
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초신자들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기독교가 배척하고 있는 봉건적인 미신 
등을 접목해 큰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중국 기독교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 걱정이다.”

이렇듯이 중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신도 
들의 낮은 신앙 자질과 목회 사역자의 결핍이 
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 결핍 현상을 극복하 
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목회자의 부족 현상은 신학교 발전상황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 1950년대에 각지의 신학교 
가 폐교되거나 합병되는 운명을 맞아 그 수가 
줄어들었고, 이후에「좌파』노선의 충격으로 
문혁 시기에는 아예 신학교들이 문을 닫아버 
렸다. 신학교의 폐교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단층(斷層) 현상을 낳았고, 80년대 들어 교회 
가 다시 공개적인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 영향 
은 필연적인 위기를 가져왔다. 지도자간 연령 
의 극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81년부터 ’91년 사이에 각 
지역 신학교에서 1，1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 
됐다. 이 중 5.1%를 제외한 학생들이 교회에 
관련되어 사역을 하고 있으나，이들의 수준은 
저마다 하늘과 땅 차이이다. 중국의 신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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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국 
급(주國級) 금릉협화신학교(金陵協和神學院: 
신학본과 및 연구과정), 대구역급( 人표級) 5 
개 신학교(신학본과 및 전문과정), 그리고 성 
급(省級) 신학교 7개(2,3년제 신학 전문과정) 
가 있다. 이 중 금릉협화신학교를 빼고는 교 
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이들 신학원을 졸업한 1,100명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원에서 교수 요원으로 학 
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비율 역시 ’94년 현 
재 전체 교수의 54%에서 ’96년에는61%로 증 
가했다. 부족한 교수 자리를 메꾸기 는 했으나, 
이들이 그만한 실력과 자질을 소유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졸업생들도 사역에 
임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1,000만 신도에 1,000명의 교역자라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양들의 수요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광동(廣東)성에는 약 18만 
명의 신도가 있는데, 교역자는 126명의 목사 
를 포함해 겨우 433명으로 교역자 한 사람당 
신도수가 415명 인 셈이다(목사와 신도의 비 
율은 1 : 1,428). 신도수가 비교적 많은 저장 
(浙江〉성은 126만의 성도에 110명의 목사가 
있어, 목사 한 사람당 신도수는 1,450명인 셈 
이다. 농촌의 교회와 처소(집회점)의 경우 문 
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사역자의 고령화와 결핍이라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기층교회나 처소 목회를 맡고 있 
는 사람들은 다수의 평 신 도 I：) 대열이다.

比昨天暖和~點兒 / BT zuotian nuanhuo yidiSr. (비 주오티엔 누안 후어 이디얼.) 어제보다 조금 따뜻합니다.



저장성을 예로 들자면，200여 개 교회에 2,000 
여 개의 처소가 있는데, 이곳의 교회 사역을 
모두 7,000여 명의 평신도들이 맡고 있다. 리 
우저우(柳州)시에는 두 개의 교회와 60여 개 
의 처소가 있는데, 60세가 넘은 목사는 단 한 
명뿐이다. 혼자서 1주일에 한 곳에만 들린다 
해도 1년 안에 다 돌 수 없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0여 명의 평신도들에게 처소사역을 
맡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주로 신 
학교, 성, 시 양회에서 주최하는 ‘평신도훈련 
반(義工培訓班)’ 훈련을 통해 목회와 성경 교 
육 사역 등을 감당한다.

쑨시페이 목사의 말처럼，신도들의 신앙자 

질을 향상시키려면 교역자의 빈 자리를 채우 
는 것이 급선무이고, 또한 직접적으로 신도들 
에게 영향을 주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양육 
해야 할 것이다. r 양」은 「목자j 를 따라가기 
마련이므로….

원로 사역자와 청년 사역자의 관계
목회자의 고령화와 결핍은 중국 교회 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대 
부분의 교회에서 원로 사역자와 청년 사역자 
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나이 많은 
원로 목회자들은 청년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세’를 빼앗 
아 갈까봐 ‘두려워’한다. 젊은 신학생들은 졸 
업 후에도 교역자로 발령 받지 못하거나，설령 
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원로목사에 
의해 배척받거나■냉대받는 형편이다.

랴오닝(遼寧)성 기독교협회 대표인 튀쯔빈 
(R 志彬) 목사는, 원로목사들 특유의 ‘4불(四 
个)’ 태도가 교회 발전의 큰 장애물이라고 밝 
혔다. ‘4불’ 이 란 「환영하지 않고」，「신임하 
지 않고j , 「중용하지 않 고 「관심갖지 않 
는」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랴오닝성의 한 
80세 된 원로목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지역 교회에서 훈련된 세 명의 신학교 졸업생 
을 내쫓기도 했다. 이 노 목사는 원래 자기와 
연령이 비슷한 후임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려 
고 했는데, 후임자로 내정된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 교회는 오랜 기 
간 ‘목자 없는 교회’가 되어, 이단사설에 미혹 
된 신도들로 대혼란을 겪기도 했다.

어떤 지역의 원로 목사들은 임의로 자기 마 
음에 드는 젊 은 사역 자를 후임 자로 삼아서 젊 
은 동역자간의 불화를 일으키 기도 한다. 어 떻 
게 하면 이 두 세대의 화합을 이끌어내느냐가 
중국 교회가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신 • 구세대 교체의 어려움
중국 기독교협회 회장과 삼자애국운동위원 
회 주석 직분을 겸한 딩광쉰 주교의 후임자 
문제만 봐도 신 • 구세대 교체 문제의 심각성 
을 짐작할 수 있다. 80세가 넘은 딩 주교는 
원래 96년 제6회 전국기독교회의 석상에서 
정식으로 은퇴를 선언하고，후임자에게 인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식적인 후임자로 내 
정되었던 전국기독교협회 부회장 겸 총무인 
선이판(沈以藩) 주교가94년 8월 66세의 나이 
로 타계함으로써 새로운 후임자 선정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후 여러 회의를 거쳐 전국기독교협회 부 

회장인 한원자오(韓文藻)가 기독교협회 총무 
대리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어쨌든80세의 딩 
주교가60세가 넘은 선이판 주교를 후임으로 
내정 했었다는 것은 중국 교회 지도층의 문제 
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제 또 평 
신도인 한원자오 같은 사람을 전국교무조직 
의 총무직에 임명하면서 문제의 심 각성은 더 
욱 두드러졌다.

중국 교회의 발전속도는 중국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교회는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 21세기를 향해가는 중국 교회의 지 
도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교회 
를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수망중호 K 守望中華) 135기 (96. 11/12)
원제: 誰來接拂
邪福衝 홍콩 지엔다오( ® il)신학원 조교수 
번역/  신호정 •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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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집 / 증 T  교 호 1와  지 도 자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경험기(1)

저  비 지 I
A L L □

광위에 (方悅)

는 지난3주 동안 중국 교회 지도자 
^ 자 훈 련 사역에 참여하였다. 이번이 

처음이라 출발하기 3개월 전부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심적으로 기대도 되고 
부담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훈련사역은 실 
제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연습시키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어서 나에게 너 
무나 귀중한 경험이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는 가정교회
우리는 모두 네 곳의 사역지를 찾아갔다. 각 
지역마다 사정은 모두 달랐지만, 진리를 갈구 
하는 중국 동역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그 
들은 찌는 둣한 날씨에도 매일 즐거워하며 열 
시간 이상 수업에 성실히 임했고, 좁고 어두 
컴컴한 실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드렸 
다. 그들의 간절함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했다.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들은 중국 당국 
에 ‘등록’ 하지 않았다. 많은 위협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절대 삼자에 가입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 당국는 절대 신

我喜歡梅花 /  m  xlhuan m6ihua. (워 시환 메이호h) 저는 매화를 좋아합니다.



임할 수 없고, 삼자교회는 이미 정부와 타협 
하여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 렸다는 것을 그들 
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형제 자매 
들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부 당국에 어떻 
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어쨌든 
상황의 긴장과 관계없이 일관하는 적당한 대 
응책만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이 순탄하게 진 
행됨으로 인해 주께 감사드렸다.

도시의 발전은 많은 농촌 청년들을 도시로 
끌어들였다. 외지로 취업하는 청년들의 발길 
은 이미 시대의 대세이므로, 이 젊은이들이 
외지로 취업을 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양성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폐쇄 
된 정보통신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농촌 
청년들에게 성경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친 
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만약 그들이 외지 
에 가서 취업하기 전에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다져있다며 어떤 유혹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사자로서 다

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
3주 동안 중국에서의 시간들은 힘들긴 했지 
만 나에게 매우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처음으로 경험한 매일 2시간의 강의 훈련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고 두려웠으나 주님께 의지하여 담대 
해졌고，강의를 하면 할수록 더 신이 나고 힘 
이 나 전혀 피곤을 느끼지 못했다. 계속 서 
있었지만 다리도 아프지 않았다.

훈련은 찌는 듯이 더운 날씨에 이뤄져，나 
처럼 더위를 많이 타는사람에게는 정말 인내 
를 시험하는 것만 같았다. 매일 아침 저녁으 
로 열사병 예방약을 먹었지만, 둘째 주부터는 
전신무력감，어지럼증，어깨와 허리통증, 설 
사 등 더위로 인한 고통에 시달렸다. 공교롭 
게도 우리의 두 번째 목적지는 o!주  외진 곳  

이어서，차에서 내려 약 2시간 가량 걸어가야

24  好蓄嗎? / Haokan ma? (하오칸 마?) 예뽑니까?

농가의한 주택.지도자 훈련을 위한 장소는 늘 보안 문제를 철저히 신경써야 한다. 사진은 중국



만 비로소 도착할 수 있었다. 이미 더위를 먹 
은 나는 또다시 더위 속을 걷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 웠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적어도도착후에 
이틀 이상은 쉬고나야 체력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황혼 무렵 도착했을 때 이 
미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서 원기왕성 
하게 4일 간의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양육 훈련 셋째 주에 나는 또 더위에 시달 
렸지만, 이번에는 증상이 비교적 가벼웠다. 
이 기 간 동안 현지 동역자들은 나를 주일 예 
배 설교자로 안배하였다. 비록 몸은 좀 불편 
했지만 마음은 별 부담이 없고 편안했다. 하 
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주일이 되자 건강은 이미 
회복되었고 나는 형 제 자매들과 함께 기쁜 마 
음으로 주 앞에 경배드렸다. 이날은 내가 처 
음으로 중국 가정교회에서 설교한 날이다.

훈련지에서 우리의 신분은 ‘선생님’이었다. 
우리들에 대한 형제 자매들의 기대감이 너무 
커서, 어느 때고 강대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 입에서 설교가 술술 나올 것이라 여기는 
둣 했다. 한번은 그들이 청년 집회를 열었는 
더1，우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인줄만 알고, 어 떤 성 경구절을 
찾아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고심하며 준비하였다.

그런데 집회 장소에 도착해 보니, 기독교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노인 등 각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두 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원래의 구상을 
바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 
린이들에게 동화를 이야기 해주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였다.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서인지 그들은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 
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설교 내용 
을 대폭 조정해야 하는 집회는 처음이었지만, 

이것 역시 내게 상당히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번 훈련 사역에서 나는 아모스서를 강의 

하였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다. 가능한 
한 성경구절 원문에 충실하게 분석하여, 말씀

의 뜻을 현 시대에 맞도록 생생하게 적용하고 
자 했지만，강의 준비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은 
아무리 해도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걱정이 좀 되면서도 나 스스로는■이미 할 만 
큼 최선을 다했다고 위안하며 주님께서 부족 
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했다.

중국에서 돌아온 후 나는 비로소 이 러 한 걱 
정들이 모두 불필요한 것이 었음을 깨달았다. 
중국에 도착해서 다시 성경을 읽고，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그러한 ‘공백’ 은 보충을 얻었 
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귀한 메시 지를 주 
셨기 때문이었다.

완성되지 않은 마침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광저우(廣州)행 기 
차 안에서 우리는 중학교 교사 한 사람을 만 
났다. 그는 매우 성실한 지식인이었는데, 얘 
기를 나누던 중 우리가 대만에사 왔다고 하자 
기꺼이 우리를 자기 숙소에 머물도록 해주었 
다. 숙소에서 다른 교사 몇 사람도 들어와 우 
리의 대화에 동참했는데，그들 중에는 대만 
사람을 처음 만난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대만의 현재 상황,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 
천안문 사건 등의 화제를 꺼내며 우리와의 대 
화에 흥미를 보였다. 우리들은 당연히 이 지 
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개인 
신앙 간증을 나누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우리 앞에 중 
국 지식인 복음사역의 광활한 미개척지가 놓 
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광 

대한 복음의 밭을 수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겠는가? 앞으로 하나님 께로부터 받은 비 
전을 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지도자 훈 
련에 참여하여 복음이 중국 대륙에 널리 전해 
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린다.

중국과복음(中國與福音) 14M

원제: 第一次接觸
번역/  정희정 •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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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푸잉 (陽福英)

마다 한 번 열리는 기독교양회(兩 
會-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 
독교협회-  편집자 주) 제6회 전국 
회의가 96년 11월에 열렸다. 전국 

양회에 속해있는8천여 개의 교회와 1천만 신 
도■중 3백여 명의 지도자, 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이는 세기적인 사역이다.

중국의 신학원들은 과거 오랜 기간 폐교되 
어 상당한 기간 동안 졸업 생이 없었다. 때문 
에 현재 중국 교회는 교역자의 ‘보릿고개’ 현 
상을 맞고 있다. 신도 천만 명에 교역자 천여 
명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들의 대 
부분이 70，80세의 원로 사역자들이다. 작년 
에 열린 양회 상임위원화에서 결정된 바로는,

제6회 기독교양회 전국회의에 참석하는 대표 
는 70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80세가 넘는 교 
역자들은 대표로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 
서 제 6회 회의 때는 젊은 대표들이 많이 늘어 
나, 평균연령이 지난번 회의보다 대폭 낮아졌 
다.

사실상 양회나 교회들도 최근에는 중장년 
층과 청년층 사역자를 지도자로 양성하기 시 
작했다. 장쑤(江蘇)성은 이미 지도자의 90% 
가 청년들이다. 장쑤성 양회는 교역 자의 정년 
퇴임을 남자 70세，여자 65세로 규정해 놓았 
다. 장쑤성의 교역자 중 이미 많은 수가 1988 
년 이후에 신학교를 졸업 한 젊은 목사들이다. 
베이징의 몇몇 교회는 이미 30’ 40대의 청년

26 I 天SR好不好? I Tianqi hao bu hao? (티엔치 하오 뿌 하오?) 날씨가 좋습니까 |



젊은 지도자들과 구세대 지도자들간에 놓인 보이지 않는 장벽은 중국 교회 성장의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목사들이 담임하고 있다.
현재 지도자 위치에 있는 젊은 사역자들은 

대부분 1980년 이후에 신학교를 졸업한 이들 
로서, 대부분 지역 교회에서 양육사역을 해왔 
다. 교회 부흥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이들은 
원로 사역자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원로 사역자들은 다음 세대의 양육을 젊은 사 
역자들에게 넘겨주기 원하지만，일부 목회자 
들은 80,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 
역자들의 사역을 믿지 못하거나 선입 견을 갖 
고서 자신들의 사역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개혁 개방 시기인 80~90년대에 성장한 젊 
은 사역자들은 많은 수난을 겪은 원로 사역자 
들처럼 의지가 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더군 
다나 원로 사역자들은 이 제 막 감옥에 서 나와 
비로소 사역을 재기했는데, 여기서 바톤을 넘 
겨주라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 

는 법. 현재 중국 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막 
중한 양육사역을, 노령으로 체력이 쇠퇴해가 
는 원로사역자들에게 맡기기에는 무리이다.

삼자교회의 경우 평균적으로 목사 한 명당 1 
만 명의 신도를 양육해야 하는 형편인데, 이 
것은 젊은 사역자에 게도 힘겨운 일이다.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원로 사역자들은 
사실상 이미 업무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년 11월에 열린 기독교양회회의에 25%의 
상무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것 
이 바로 중국 교회 지도자층의 노화문제가 반 
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시사 
해준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80년대 
이래로 중국 10여 곳의 신학원에서 2천여 명 
의 졸업생이 배출돼 보릿고개를 해결할 새로 
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세 
대 사역자와 신세대 사역자사이의 공백은 아 
마 영원히 채워지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 
어 급성장하는 중국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

수망중호 K 守望中華) 135기 (96. 11/12) 
원제: 讓新一代接棒 
번역: 신호정 _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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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러 링 (黃樂靈)

중국교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단층(斷層: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교회 내에 노년층의 사역자 
만 있고 중년층 이하의 사역자가 없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중국에서 사역자를 
발굴하여 양성하고 있는 3명의 지도자와 목사 
를 방문해 그들로부터 직접 들은 새로운 양육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편집자

28  冷不冷 /  L6ngbul6ng? (렁 뿌 렁?) 춥습니까?

신축성 있는 양육 방식
갑(甲) 형제는 허난(河南)성 모 현(縣)에서 막 
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회 지도자{이하 사 
역자라 칭함)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87년도 
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온전히 주의 일 
만 하고 있다. 30대의 가장으로 1남 1녀를 두 
고 있고 부인은 봉제로 생계를 유지하며 갑 
형제의 사역을 돕고 있다.

그가사역하고 있는 곳의 신도수는 천 명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자주 이웃 지역을 왕래 
하며 순회 전도를 하여 수천 명의 사람을 주 
님께 인도했다. 그가 양육한 사역자들만도 천 
명이 넘으며 계속해서 다양한 형식의 양육집



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갑 형제가 주최 
하고 있는훈련 사역과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 
이다.

개인에 따른 양육 방식
양육반은 새로운 사역 자들을 훈련시키 기 위 
해 설립되었다. 농한기에는 매일 집회를 인도 
하고 농번기에는 매주 3, 4차례 정도 집회를 
인도한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신도들의 요 
구를 만족시키고, 사역자들의 사역을 분담할 
동역자들을 훈련시키고자 양육반을 개설한 
다. 이렇게 양육을 받은 사역자들은 훈련을 
마친 후 규모가 작은 처소에 서 독자적 으로 사 
역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각 처소에 서 지도자가 될 만한 신도들 
을 발굴하고 있다. 청년(18세〜20세)들이 가

• 장 적합하며 초신자도 가능하다. 일단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신도들에 게 양육반에 참 
여할 것을 권유한다. 양육반의 훈련 시간은 
매월 1회, 1박2일 정도이고 훈련생들은 훈련 
을 받으면서 집회를 인도하게 된다. 양육 내 
용은 찬송 인도，성경 공부, 기도 등으로 실제 
사역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가 
르친다.

일반적으로 농촌의 신도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얻는다. 이것은 이들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한데, 성경 구절로 
만든 찬양과 설교 내용에 맞는 찬양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더욱 분명히 가르칠 수 있다. 
나이든 신도들은 찬양을 배우는 데 다소 어려 
움이 있으므로, 젊은이들에 게 음악 이론과 찬 
양을 가르쳐 그들이 찬양을 인도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영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반해, 나는 정확한 성경 해석 원 
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올바른 방법 
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신도들은 생활하는 가 
운데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에 대해 기도하 
는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병이 난 돼지를 
위 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날이 갈스록 늘01나는 신E들으I 요：I를 1콘폭Alql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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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하여 기도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

다양한 양육 훈련

교제 모임은 설교 능력이 있는 사역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가 찾아간 현의 한 구역에 
이와 같은 사역자 모임을 만들었다. 이곳의 
수십 명 사역자들은 각자 수백 명의 신도들을 
양육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사역 
이 시작되기 전에 각 구역 사역자들이 모여 
성 경공부와 기도를 위주로 모임을 갖는다. 성 
경공부는 주로 90년대 초에 중국 사역자들이 
편찬한 일종의 조직신학인『36론』을 갖고 
하는데, 총 52과로 되어 있다. 나는 r36론』
을 정리한 노트를 참가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성경공부를 하는 동안주 
님으로부터 받은 영감(靈感)과 각자 처소의 
목회 상황을 나누며 서로 기도한다.

우리가 맡은 성(省)외에 다른 성에서도 양 
육반의 필요가 시급했다. 나는 500부 이상되 
는 『36론』을 우리 현 사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신창위구르 자치 
구, 내몽고 등지에서 온 사역자들에게도 500 
부를 나누어 주었다.

매번 전도 여 행 후에는 그곳의 새로운 사역 
자들을 훈련시켜 집회를 인도하도록 해야 한 
다. ’95년 말 17일 간의 전도여 행 가운데 1,800 
여 명이 주님을 영접했다.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 
었다. ’96년 초에는 타지에서 온 사역자들을 
양육했다. 당초 40여 명으로 계획했었는데,
나중에 400여 명이나 몰려왔다. 예상치 못한 
인원 증가로 음식과 숙소가 부족해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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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들을 참아가면서 양육을 받아야 했다. 늘
어난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매일 
매일 수업을 해야 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내 체력이 이를 감 
당하지 못해 원래 일주일로 계획했던 과정은 
5일로 줄어들고 말았다.

양육 방식의 변화
예전의 중국 교회는 양육에 소홀했다.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어떤 이의 말에 의하면 허난(河 
南)성에서부터 이 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고 
한다. 허난성에 있는주요사역자들이 훈련반 
을 만들어 단체로 사역자를 양육했으며，그 
효과가 다른 지역의 사역자들에게까지 파급 
되어 이들 또한 사역자 잉육을 중시하기 시작 
한 것이다.

사제식 훈련이 쇠퇴하고 집단식 훈련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제식 훈련은 중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훈련 방식으로 
서, 지금도 중국 가정교회에서 보편적으로사

용된다. ’50, 60년대의 정치운동과 공산주의 
가 주장한 계급투쟁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서 
로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또한 최 
근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와 한 자녀 낳기 정 
책으로 인해 유대관계가 더욱 약화되고 개인 
주의가 팽배해져서, 절대 순종과 친밀한 관계 

유지를 특징 으로 하고 있는 사제식 훈련은 현 
대 중국의 신도들에게 부적절한 방법이 되었 
다. 반면 일대일 방식은 속도가 너무 느려 빠 
르게 성장하는 신도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가 
없다. 이상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전통적 
인 양육 훈련인 사제식 훈련은 쇠퇴하였다.

청년, 중년，노년충의 양육 상황
심령부흥회식 훈련 내지 성경공부는 지도자 
훈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교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훈련 방식 이 다. 원 
로(50세 이상) 사역자들은 주로 새로운 사역 
자들을 심령부흥회식으로 양육한다. 이 방식 
은 그저 훈련받는 사역자가 기본적인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고, 영적인 성품을 배양해 주는

집단식 훈련의 경우,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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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불과하므로 완전한 양육이 라고는 할 수 
없다.

중년(40~50대)의 사역자들은 주로 성경공 
부를 통해 새로운 사역자를 양육한다. 중국 
각지에 있는 가정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성 
경공부 모임을 열어 새로운 사역자들을 배출 
하고 있다. 큰 지역의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개최할 때마다 이틀 정도는 원근 각처에서 온 
사람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은 
지역의 교회는 사역자들끼리 함께 모이기 쉽 
기 때문에 매주 성경공부 모임을 갖는다. 사 
역자들은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진리를 직접 
설교에 인용할 수 있고, 다른 사역자들과 서 
로의 목회 상황에 대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성경공부는 영의 양식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양육이라고 할 수 없다. 양육은 진 
리와 봉사에 대해 배우고 영성을 배양하는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된 ■제자훈련을 말하기 때 
문이다.

현재 양육받고 있는 신도 중에는 비교적 젊 
은이들(18세〜 20세)이 많다. 중국 교회는 보 
편적으로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평신도는 필연적으로 사역 
자가 되어버린다. 어떤 신도의 경우는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개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역자가 되어 버렸다. 또한 교육수준이 비교 
적 높은 신도도 사역자로 추천된다. 중국 교 
회는 형제보다 자매의 수가 단연 많기 때문에 
여자사역자가 지도자의 자리를 맡고 있는 경 
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지도자들은 대 
부분 남성이고, 각지의 주요 사역자들 또한 
남성이다.

양육 훈련 참가자격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 
다. 교회를 섬기고 있거나 설교를 맡고 있는 
사역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양육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들은 대개 중년층(40~ 
50세)이다. 이들은 비교적 좋은 조건을 구비 
하고 있다. 목회 중인 교회도 부흥하는 편이 
고 지도자로서의 존경도 받고 있다. 또한 이 
들은 중국 교회 1세대 지도자(원로목사)들로

g q  그호^  보 ^ 으 로  사ᄏ자가  브폭하기 n=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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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먹자가  되 어 베 I다

부터 지도를 받아 신학적인 기초가 탄탄하며 
사역의 경험도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사역방 
식도 박력있고 융통성이 있다. 따라서 젊은 
층과도 잘 통해 이들이 인도하는 양육반은 가 
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양육 교재의 수준
일반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은 성경을 위주로 
짜여 지 지 만，요즘 사역 자들은 사역을 함에 있
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배우 
고 싶어한다. 많은 양육교사들이 스스로 교재 
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 양육반의 수준은 
교사와 양육훈련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 
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교사들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행된 출판물을 사용 
하고 있으나, 이런 교재들은 대부분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가르침 이므로 중국 교회의 특수 
상황에는 적합하지 가 않다. 교재의 부족은 양 
육반을 개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 려움이다.

외국의 양육훈련 지원
해외 교회와의 협력으로 개설되는 양육반 형 
태는 매우보편적이 되었다. 해외에서 계획된 
것도 있고, 중국 현지 사역자와 함께 계획된 
것도 많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양육 교 
사들의 신학 수준이 높다는 점 때문에 중국 
사역자들의 환영善 받고 있지만, 현지 사역자 
들을 머 뭇거 리게 하는 여 러 가지 불리한 요인 
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해외의 양 » 
육교사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가르치는 양육 
반의 과정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든지，해 
외 양육교사들과 현지 교사들간의 불협화음,
흑은 수업내용이 현지 신도들의 필요에 적합 
하지 못한 점, 심지어 일부 해외단체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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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많은 성도들이 복음방송 프로그램을 녹음하거나 기록하여 양육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건부로 양육반을 개설하는 등 여 러 가지 문제 
로 인해 많은 중국 교회들이 점차 해외로부터 
양육받기를 거절하고 있다.

새 시대의 양육

21세기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중국의 신도들 
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데 많은 장애물이 있 
다. 경제 개혁이 중국 신도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이 전에는 주님 
을 위해 고난을 받는(투옥) 신도가 진실한 신 
도로 인평되었으나，현재의 기준은 많이 낮아 
졌다.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정도면 
신실한 신도로 받아들여지니, 전임 사역자로 
헌신한 신도는 .말할 것도 없다. 연해 지역에 
사는 신도들의 경우, 생활이 비교작부유해지 
자 주님께 헌신하는 태도가 조금 약해졌다. 
내륙 지역의 신도들은 날이 갈수록 먹고살기 

바빠 주님을 섬기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양육받을 만한사람을 물색하는 것이 어렵고,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양육반을 개최하 
기는 더욱 어렵다.

과거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외진 곳에서의 
장기간 훈련은 당국에 발견될 가능성 이 적고, 
사역자들이 좀더 넓은 지역에서 학습에 전념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 
어 중국 사역자들은 이런 방식을 거부한다. 
시간을 낭비 하고 싶지 도 않고, 장거 리 이동을 
위한 여비도 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유로 한때 유행했던 위와같은 양육방 
식 이 지 금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다.

양육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우선적인 
조건은 양육의 내용이지 형식은 아니라고 생 
각한다. 현재 중국 교회에는 때와 장소에 맞 
는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 
외의 양육 교사들과 현지의 교사들이 힘을 합 

쳐, 수준 높고 신도의 필요에 적합한 프로그 
램을 개발해 많은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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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양육의 형식을 다원화 시켜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독학 과정이 비교적 환 
영을 받고 있으므로 독학용 비디오 테 이프나 
녹음 테이프를 더 많이 제작해서 사역 자들이 

교사의 자질이나 시간，장소 둥의 제한을 받 
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질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 

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다. 뛰어난 지도자는 반드시 말씀에 갈급하고 
어느 정도의 영성과 좋은 성품, 그리고 신학 
적 기초가 있어 성령과 친밀히 교통하는 삶을 
가진 자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양육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본인에게 
달려 있다.

신 • 구세대 간의 갈등
구세대 사역자들과 청년 사역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갈등이 존재한다.

구세대 사역자들의 기대가 너무 높아 적지 
않은 새로운 사역자들이 떨어져나가기도 했 
다. 광저우(廣州) 교회의 한 자매 사역자는 나 
이가 50세 정도로，지금 현재 9개의 처소를 
인도하며 수백 명의 신도를 양육하고 있다. 
이 교회는 치유의 기적이 많고,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른 교회이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자매 사역자는 두 자매를 딸로 삼아 

양육했다. 2년 동안의 힘든 사제식 훈련을 통 
해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과 두 자매에 대한 
실망을 느껴 좌절했다. 자신의 기대에 못 미 
칠 뿐 아니라 사역 능력도 신뢰가 가지 않았 
다. 무슨 일을 맡겨도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사역 방식은 자 
신과 도무지 맞지 않았다.

신세대 사역자들은 여러 방면의 스트레스 
로 인해 쉽게 사역을 포기한다. 신세대 사역 
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그들이 직면한 장애 
요인은 매우 많다. 구세대 사역자들은 자신 
을 신뢰하지 않고, 나이 많은 신도들 역시 나 
이 어 린 지도자들에 게 순종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자교회 교역자처

^ 지! 중국 그호！0IU 피1와 장소에 맞는 

Of® 프로그행이 할ftO f다

럼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 청년 사역자들이 지도자 
의 자리를 확고히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구세대 사역자들은 신세대 사 
역자들에 게 구세대의 스타일을 따르라고 요 
구한다. 이들은 각 지도자마다 은사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 이러한 것 
들이 현재 중국 교회의 젊은 사역자들이 갈등 
하는 요소이다. 더군다나 어떤 사역자는 가족 
들이 믿지 않는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경 
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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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g / 중국 교호1와  지도자

는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 사역 의 
피 자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수년간 그 
®  사역에 집중하는 사역자 옆에서 

그 사역을 직간접으로 도와 온 경험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서 준비하는 
중이다. 따라서 필자는 책임 있는 비판이나 제 
안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보고 느낀 것과 희미 
하게나마 내다보는 것을 정리하는 것에 만족 
하고자 한다.

모든 사회 문제는 현상적으로 볼 때 총체적 
인 성격을 가진다. 가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하

여 직장과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 
은 얼핏 보기에 너무나 꼬여 있어서, 시시비 
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원인을 따 
져보고 원리를 가놈해 볼 수 있는 자들은 예 
외없이 그 모든 문제가 ‘지도자’의 문제에서 
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한 가정의 
가장, 직장과 국가의 최고 경영자가 모든 문 
제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어디에서나 ‘지도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 
의되는요즈음,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예 
외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것은 지도자의 문제

34  你愛什麽花? /  NT 화 sh6nme hua? (니 아이 션머 호!■?> 당신은 무슨 꽃을 좋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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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훈련사역에 대한 생각



다. 신학교의 지도자에 의해 길러진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 
길러진 사람들이 신학교의 지도자가 된다. 이 
런 연결고리에서, 부끄럽지만 우리는 교회나 
신학교 모두 지도자 부재의 시대를 겪고 있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진 
실임을 보여 준다. 성경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거듭 가르치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 
르기까지 모든 공동체가 맛보는 갱신의 희열 
과 패배의 쓴맛은 모두 지도자로부터 기인한 
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의 차원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선교현장에서도 마찬가지요ᅳ 중국선 
교에서도 대단히 강조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다. 따라서 선교현지에서의 지도자 양성이나 
훈련은 선교방법 의 하나가 아니 라, 오히 려 선 
교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일 것이다.

요즈음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 
은 거의 없다고 본다. 대부분이 어떤 형태이 
든지 연결된 현지인을 중국 교회의 훌륭한 미 
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선한 욕심을 
품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염두에 두 
면서 필자는 아래 와 같은 순서 로 간략하게 정 
리 하고자 한다. 다만 아래의 순서 는 논리 적으 
로 연결된 순차적인 흐름이 아니라 생각의 단 
편들을 모은 것임을 밝힌다.

1. 지도자 훈련사역을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
이 먼저 바른 지도자인가를 잘 점검해야 한다 
Z 중국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야 한다.
3. 선배 선교사들의 교회 지도자 훈련 경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4.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구체적으 
로, 또 체계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
5. 파송교단, 교회, 단체와 현지교회，피훈련 
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미래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오p 견지 에 서 의  지 £ 자  우 ^ 이 나  한그 의 1아1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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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훈련대상자 모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7. 사례 소개
8.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지도자 훈련사역을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이 
먼저 바른 지도자인가를 잘 점검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든 감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신 스스로가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는지를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의 대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이에 동의할 것이다. 필자가 듣기로는 현지 
선교사들 중 지도자답지 못한 분들이 꽤 많다 
고 한다. 이러한 분들은 소위 ‘독립군 선교사’ 
(혼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 중에 많을 가능 
성이 있다. 소속 교단이나 교회, 선교단체를 
통해 그 자질이나 인격, 지도력이 평가 검증 
되지 않은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들 
어갔기 때문이다. 물론，그런 분들 중에도 훌 
륭한 인격을 갖고 름다운 사역을 펼치는 분 
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책임 
의 소재가 명 백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인간관 
계에서，사역의 책임적 지속성에서，현지 선 
교사들과의 협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 
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책임있는 
선교단체나 교회, 교단 등과의 긴밀한 협 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고，또 현지에 들어가 
기 전에 지도자 교육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두는 것이 필수라 하겠다. 언어훈련 뿐 아 
니라，성실한 신학수업 및 제자훈련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인격의 훈련 등 
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我番歡梅花 / W6 xlhuan meihua. (워 시환 에이화.)■저는 매화롤 좋아합니다.



'.느
중간 지도력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중국 i 회는 현재 20 30대의'

젊은 일꾼들을 시급히 키워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있는 중국의 청년들

중국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 
한 명백한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을 감당코자 하는 사람 
은 무엇보다도 그 중심 동기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보고하기 위한 지도자 훈련이 아니라, 
현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도자 훈련에 집중 
할 수 있는 사람이 라야 하겠다. 이 부분은 선 
교에 대한 개인의 헌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정 
도에 달린 문제이겠으나, 공개적으로 지적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이 일을 위 해서 는 우 
선적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성숙이 전제되 
어 야 하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 자신의 
각오와 결단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중국 교회가 지도자의 세대적 단층 현상이 
라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 중국 교회는 현실적으로 40, 50대 목 
회자들의 원숙하면서도 활동적인 지도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나, 과거 역사적 어 
려움으로 말미암아 중간 지도력의 공백 상태

3 6  好* 嗎? /  Haoton ma? (하오칸 口h?) 예뽑니까?

에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교회의 미 래를 위해 
서는 현재 20, 30대의 젊은 일꾼들을 집중적 
으로 키워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소양, 정열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에 대 
한 춘전한 열망이 확고해야 할 것이다.

선배 선교사들의 교회 지도자 훈련 경험에 대 
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중국 교회를 위한 한국 선교사들의 활동 역사 
는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다. 반면，중국은 
선교적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한 대표적 
인 몇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서 기독교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이 거세 
지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선교현실에 충분한 
경 험 없이 뛰어들게 된 선교사들은 단 1，2년 
이라도 먼저 현지적응을 해온 선배 선교사들 
과 긴밀한 협력을 맺어야 한다.

특히 지도자 ᅵI 견에 있어서 한족과 조선족,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를 적절하게 안배하고 엮는 일들에 각별한 주 
의와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책이 

나 문건을 통해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선 
배 선교사들의 경험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다만，중국현지의 사정으로 인해 ‘신학적 게 
토화’(신학적 고립화) 현상이 생겨서 일정 그 
룹혹은 교단의 배타적 입지에 휘말리지 않도 
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제자훈련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체계적인 제자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훈 
련을 시켜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이 부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거창한 신학교 사역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수년간 소그룹 사역을 
지속할 것을 각오하면서 그에 맞는 커리큘럼 
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복음에 대 
한 명확한 이해와 성경의 각 부분에 대한 균 
형있는 이해를 위해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 
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과내용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중 
국어로 강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언어 수업에 꾸준 
히 열을 다하되, 조선족 동포 중 능력 있는 통 
역요원을 적절히 발굴하여 학과내용이 충분 
히 이해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 
다.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신학교재 중에는 중국 현지에서 너무 어렵고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다는 것을 고 
려해야 한다. 현지인들에게 보다쉬운 형태로 
가르치 면서, 그들의 피드백을 받아 꾸준히 교 
재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지어로 된 
건전한 신학교재를 꾸준히 구입하고 그 곳 실 
정에 맞게 만들어가는 일에 상당한 정성을쏟 
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성훈련을 
포함한 현장실습이다. 신학교육에 치중하다 
보면, 배운 것을 현장에 쏟아놓아야 할 때 그 
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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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준비라기보다는 영적 인내력과 화합의 의 
지, 그리고 초지일관의 제자도라는 것을 절감 
하게 될 것이다.

파송교단，교회，단체와 현지 교회와의 관계 
에 대한 미래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의 문제다. 중국선교를 위해 들어 
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가르침과 그 가르 
침에 의해 양육되는 현지 지도자들이 장차 중 
국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신중하 
게 물을 수 있어 야 한다. 교회 지도자 훈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현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현지인이 이 교육 
을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우 
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 
도자 훈련의 초창기부터 이를 위한 준비가 시 
작되어야 한다.

중국은 무교단 혹은 초교단적 교회를 견지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대외 적으로 자랑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정서에 교단신학 중심 
의 풍토에서 자란 한국의 선교사들이 어떤 자 
세로 그들에 게 접근해야 하겠는지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중국 선교 
사들 사이에,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의 
교단들사이 에 책 임있는 합의 가 여 전히 이 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한 
국 교회가 좀 더 장기 적인 안목을 갖고 책임 
있게 합의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 선교사들은 지도자 훈련을 하면서 현지 
인들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기 위해, 
현지인에 의한, 현지인 훈련의 안목을 처음부 
터 훈련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是啊, 挺好看 / Shi a, tTng hSokan. (스 아，팅 하오칸그 네，아주 예쁨니다.



훈련 대상자 모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끔씩 현지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들의 마음 
을 읽어보면서, 현지에 들어간 이후 하루라도 
빨리 사역을 시작하기를 고대하는 심정을 이 
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성급하게 학생 
들을 모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 훈련 대 
상자로서 적절치 못한 사람들을 분별없이 끌 
어들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사후 처리에 심한 
고민이 따르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안이 특별히 강조되는 중국 
에서 훈련 대상자를 성급하게 구하게 되면 반 
드시 위험이 뒤따른다. 그 결과 쫓기다시피 
현지에서 나와야만 했던 분들의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선하지 못한 동기로 선 
교사들과 접촉하는 자들도 적지 않음을 잘 고 
려하면서，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선배 선교사들의 적절한 조언을 참고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 소개
필자가 섬기고 있는 기관은 선교지 중심의 사 
역을 위해 약 15년 전, 미국의 신학교 유학생 
들을 중심으로 태동되었고, 한국에서는 7년 
전에 공식 출범하였다 이 모임에 헌신된 한 
선교사가 7，8년 전 현지에 전문인으로 들어 
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 
되었다. 그는 곧 누군가의 소개로 두 명의 조 
선족 동포를 만나게 되었다. 선교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해 온 
경험이 있으며, 이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두 명의 동포를 중심 
으로 4년여 간 꾸준히 훈련을 시키는 중, 한 
사람, 두 사람 운련생(주로 한족)들이 참여하 
여 3，4년 전까지 20,30명의 피훈련생들이 생 
기게 되었다.

교육은 주로 그 선교사가 담당하였으나, 가 
끔씩 외부 강사들을 초빙하여 교육이 진행되 
기도 했다. 대다수가 한족이었던 관계로 먼저 
훈련받은 조선족 동포가 통역을 맡았다. 통역 
의 수준이 상당히 훌륭했기 때문에 강의 전달 
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학생들의 강의

노트 중 빼어나게 잘 된 것들은 따로 뽑아서 
다음 기수의 훈련을 위한 교재로 만드는 일을 
병 행했다. 결국 이 제자훈련 모임은 자연스럽 
게 신학교 형태를 띠어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3년 
과정 의 신학교 커 리큘럼을 짰고，이 커 리클럼 
에 따라 한국과 미국, 홍콩 등에서 이 일에 
헌신된 신학교 교수들을 초빙, 강의를 부탁드 
렸다. 이 일을 위 해 헌신한 교수들은 거의 20 
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인정받는 분들로서 소중한 시간 
을 내어 한 달에 두 분씩, 일주일 간 현지를 
방문하여 한 학기 분량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었다. 3년 과정의 결과, 제1기 생들을 졸 
업시켰고, 피훈련생 중 학업을 잘 소화하였던 
현지인 젊은이 9명을 제2기생들을 위한 교수 
요원으로 세우게 되었다. 이 9명의 현지인 교 
수들의 교육열정은 매우 탁월하고, 현지의 실 
정에 비추어 볼 때, 실력 또한 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제2기생들 
은 약 30명으로, 일부는 일주일 내내 숙식하 
면서, 일부는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신학, 성 
경, 경건훈련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교 
육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보안이므로，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면서 훈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 사역은 좀 더 
세분화되었다. 교재를 만들어내고 인쇄하는 
출판부, 훈련에 집중하는 신학교，그리고 학 
생 중 개척한사람들의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부 등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본 
기관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형태의 
훈련이 이제 다른 한 두 지역에서 새로이 시 
작되려고 한다. 앞으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한,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계속될 것으로 전 
망된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선교에 헌신 
한 선교사들이 꽤 많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 
국의 영적 필요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숫 
자는 아직도 대단히 미미한 것이라고 할 수

1 天氣好不好? / Tianqi hao bu hao? (티엔치 하오 ^ ᅡ오?) j "씨가 좋습니까



정현진/ 동아시아선교회(EAM) 총무

* 淡 5 歡 . 중 야

회가 동m  수^ ᅡ* m

다 . 어 찌 ^

있다.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일군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듣기로 현재 중국 전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신학교재들이 몇 곳에서 
저술되거나 번역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필자가 소속한 기관에 서도 이 일에 많은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준비된 선교사라면 
누구나 시용할 수 있는 효과적 인 교재들이 개 
발되면，동북삼성(東北三省)과 연해에 몰려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지가 중국 전역으 
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국선교를 해오면서 한국 교회 
가 겪 어온 모든 실수와 미 비 한 준비들이 앞으 
로의 과제가 될 것이지만, 특히 신학교육에 

있어서 우리 앞에 놓인 보다 긴급한 과제는 
‘무엇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일 것 
이다. 이는 곧 신학의 문제요 교파적인 문제 
요, 궁극적으로는 중국 교회 역사의 문제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일에 심각한 책임을 
느끼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比作天好? / BT zuotian hSo. (비 주오티엔 하오.) 어제보다 좋습니다. 39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경험기(2)

“ 기 기  口 r 쓰 의  가 즈 이 0|0)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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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췬 (牧群)

을 때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 

에 나  먼 곳에 가서 땅을 개척하고 사 
업을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처 
지를 얼마나 부러워 했는지 모른다. 

내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채 떠난다는 것 
은 얼마나 스릴있는 모험인가?

그러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후에야 이사 
한 번 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를 알 
게 되었다. 또 중년에 들어선 후부터는 외출 
할 때마다 더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 

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국 교회 지도자 양육을 위해 중국에 가려 

고 방한복，각종 약품，컵라면，젓가락, 휴지, 
미국 달러，대만 달러，인민폐 등등을 빠짐없 
이 챙겼다. 그런데 아뿔싸! 목적지에 절반도 

가지 못해서 우리가 가려는 곳의 현지 지도자 
두 사람이 체포되고, 다른 이들은 도망가 숨 
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는 
가? 여행 계획을 책임지는 분이 내게 윈난(雲 
南)성으로 경로를 바꿔야겠다고 알려주었다. 
이튿날 그는 또 전화를 걸어 내륙 오지의 농 
촌으로 가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나 혼자 
그곳까지 찾아가야했고 거 긴 o f는 사람 하나 
없었다. ‘이 것 참 잘됐다. 내가 원하는대로 됐

으니 자, 줄발이나 하자!’

큰 도시에서

우선 연해 큰 도시에 도착했다. 나를 마중 나 
온 사람은 내가 입은 옷이 그들의 옷보다 더 
촌스러워 보였는지 이렇게 말했다.
“ 뭐라구요? 당신이 마가복음을 가르친다구 

요? 아，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헬 
라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구요.”

그들은 모두 능력을 갖춘 지식인이었다. 대 
학교수，대학원생，엔지니어, 사업가 등등. 그 
들은 조금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집회가 시작되고 오래지 않아 한 사람，한 사 
람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 강의를 필 
기하기 시작했다. 떠나는 날이 되자,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목사님, 다음에 이 곳을 지나게 되면 꼭 
우리 집에 머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  다음에도 다시 와서 
마가복음을 가르쳐주실 수 있는거지요?” 

그들 중에는 이미 두 명의 전임 사역자가 
있어, 시내 및 대학에서 복음을 전할뿐 아니 
라 부근 농촌 교회도 지원하고 있었다. 그들 
이 내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고

40 冷不冷 /  L6ngbul6ng? (렁 뿌 럼?} 춥습니까?



위 간부의 자제들이 외국에 유학가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돌아와,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중 
국 정부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믿 
는다. 하나님 께서 그들을 견고히 지켜 주시고, 
중국에 더 많은 바울, 누가, 니고데모, 가말리 
엘이 일어나 집권자 앞에서 주님을 증거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벽촌에서

밤차를 타고 내륙 지역 큰 도시에 도착했다. 
마중나온 두 사람은 방금 감옥에 서 나온 듯한 
스포츠형 머리를 한 젊은 전도사들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매우 사납고 용맹스러워, 과거 
이 지역에서 명장도 나오고 유명한 도적도 나 
왔다고 전한다. 얼마 전에는 강도떼가 버스를 
세워 차에 탄 사람들의 물건을 몽땅 털어간 
적도 있다. 도둑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공안원 
조차 순순히 지갑과 시 계를 내놓았다고 하니,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절부절 불안해서 견 
딜 수가 없었다. 우리가 탄 차는 너무나 고물 
이라 달리는 동안 계속 덜컹덜컹 소리가 났다. 
경적소리는 요란하고, 길은 울퉁불퉁하여 온 
몸은 흔들거 렸다. 게다가 밖에 큰 비가 주룩 
주룩 내리는데 차 안에는 비가 새서 물이 떨

어지고, 담배 냄새며 땀내가 코를 찔렀다.
여섯 시간 후 마침내 차가 멈췄다. 다시 경운 

기를 개조해 만든 손님 전용차로 갈아타고 산 
길을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에 서도 지 
명을 찾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마을에 도착했 
다. 산 중턱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두 기 
독교인이라고 했다. 우리들은 바로 이곳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부근 다섯 현(縣)의 동역 
자들이 두세 명 짝을 지어 어두운 밤길을 더 
듬어 들어왔다.

비몽사몽 중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 
다. 새 벽 5시밖에 안됐는데，기도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깨어났다. 스무살 남 
짓한 청년들을 대하니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 나는 삼십여 년 동안 읽어온 말씀과 사역 
의 경험 등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가르쳐 주 
었다. 설교를 시작하니 마치 강물 흐르듯 술 
술 나왔다. 대부분의 내 설교는 메모된 것이 
아니 라，그 순간 성 령 의 기 름부으심 이 었고 하 
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다. 나 
는 단지 순종하는 그릇에 불과했다.

하루 여덟 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저녁이 되면 나는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질문공세를 받았다.

“목사님, 나는 항상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



는데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가요 아니면 악한 
영의 속삭임인가요?”, “저는 주님을 믿기 전 
에 결혼했는데，남편은 항상 나를 때리고 목 
욕도 전혀 안한답니다. 이제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하려고 해요”, “귀신을 내쫓고 싶 
은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요?”, “어떤 사람만이 세례를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요?”, “선생님, 떠나지 말고 여기 
남으시면 안 되나요?”

훈련 엿새 째 되는 날오후4시 30분，수업이 
모두 끝나자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릎 
을 끓고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았다.

작별인사를 할 무렵, 두 명의 낯선 사람이 
조사하기 위해 갑자기 집안으로 들어왔다. 나 
는 허리를 굽혀 작은 나무 숲속으로 재빨리 
도망가 숨었다. 현지 동역자에게서 배낭을 건 
네 받은 후, 논길 사이에 난 작은 길로 황급히 
떠났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그러 
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우리는 한 농촌 마을에 이르러 지도자 양육 
훈련생을 모집했다. 지하 작은 방에 20명에서 
30명의 사역자들이 몰려왔다. 벽은 구약시대 
모세가 애굽에서 만들었던 흙벽돌과 비슷했 
고, 방바닥은 원시시대 움막집처 럼 황토흙이 
었다. 작은 창문 역시 안전을 위 해 닫혀 있었 
기 때문에 낮에도 촛불을 켜고 수업을 했다. 
밤엔 볏짚을 깔고 잤으나 달게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공장에서
한 작은 읍을 거쳐 돌아오는 길에, 어느 형제 
한테 강제로(?) 붙잡혀 하루종일 말씀을 전하 
게 되었다. 그들은 공장 숙소 한 동(人雜院:하 
나의 뜰을 중심으로 하여 각양 각색의 가구가 
모여 사는 주거 형태-역자 주)에 4곳의 집회 
처소를 개척했다. 이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회가 외부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예쁘고 그림을 잘 그리는 한 젊은 자매를 
이곳에서 만났다. 그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손에 물 한방울 묻혀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매일 콧노래를 부르 
면서 시장을 보고, 빨래하고, 정성스레 남편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바뀌 었다고 한다. 그녀 
가 이번엔 손님으로 온 나의 더러운 옷까지 
세탁해 주었다. 그들의 아름다운 생활 간증으 
로 인해 상부에서도 그들을 조사하지 않고 눈 
감아 주는 것이었다.

0 «  새가 없다
너무 지쳤는지，편도선에 심한 염증이 난 나 
는 한 형제 집에 숨어 쉬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가르쳤던 세 명의 학생들이 소문 
을 듣고 찾아왔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빌 림보 
서를 펼쳐 1장부터 원고없이 설교와 강의를 
시작했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빌립보서를 가르쳐 
주신 이후, 전 다른 집회에서 일곱 번이나 그 
강의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나는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하루종일 강의 
했다.

비행기가 상하이(上海) 공항을 이륙할 때, 날 
은 이미 어두워졌다. 중국 땅을 뒤돌아보며 
난 계속 중얼거렸다.

“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 
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 
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편 137: 5-6) 

눈물을 머금고 한 번，또 한 번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빨리 돌 
아올 것이다!

중국고북음(中國與福音) 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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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중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민감하다.
이같이 높은 권리의식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높은 자존심으로 발전하여 

가끔씩 황당한 상왕을 연출하기도 한다.
지난 ’95년 허난(河南)성 링바오( 1 * ) 시의 인민 입체성 영화관에서 아놀드 슈활츠제네거 주연의 

미국 영화 “트루 라이즈” 상영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은,
중국인의 드높은 프라이드에 대해 시사해주는 사건이었다.

극장측은 손님을 끌기 위해 언제나처럼 영화 선전 포스터를 시내 구석구석에 돌렸다.
이 때 문제가 된 것이 영화 포스터에 쓰여진 선전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영화를 볼 것이지만, 바보들은 결코 이 영화를 보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중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영화를 보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선전문구의 근거를 묻는 항의전화가 곧바로 극장으로 쇄도했다.

이와 함께 시(市) 문화국과 소비자협회는 분노한 인민들의 뜻올 모아 
"영화를 보지 않는 것을 바보로 규정하는 것은 인민들의 명예를 짓밟는 오만불손한 행위” 라며 

공동항의문을 극장측에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명예훼손 형의로 법정소송도 강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극장측은 물론 이같은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 단순한 선전 포스터일 뿐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는 없었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링바오시 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몰랐고，

결국 인민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결국 극장 주인이 현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공식 사과를 하고,
이후 인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선전문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항의 시민들에게 일일이 전달하는 것으로 타협은 낙찰되었다.
얼마 전 한국의 모 자동차 회사가 베이징c its ) 한복판에 

『중국은 세계의 중심, 자동차는 한국이 중심』이라는 광고문을 붙였다가 베이징시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지도상으로 몰 때 중국은 세계의 중심도 아닐 뿐더러, 한국 자동차가 세계 제일이란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 주의 처분의 이유였다. 개혁 개방과 함께 빠르게 변해가는 
중국이지만 아직까지 광고문을 실제 상황과 동일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중국인이다.

유민호/  松 卜'政經 중국 현지 연수생

今天ᅳ點兒也不冷 I Jntian yidiSr y6 bu leng. (진티엔 이디얼 예 뿌 렁.) 오늘은 조금도 춥지 않습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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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더 (泰德)

장승원 그림

을 연구하는 사람에 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연구할 만하고 논쟁할 

만한 것이다. 나는 학문을 연구하 
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 
스도를 만났고, 하나님께 헌신한 
전도인이 되었다.

공부를 시작하여 석사학위를 
받기까지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 
이 되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 
러워 하는 학위 취득이 아니라 바 
로 기독교 신앙을 얻게 된 것이다.

방송으로 처음 복음을 듣다
열일곱 살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 
하자마자 일을 시 작했는데, 그 때 
내 생애 처음 번 돈으로나 자신을 
위해 정성어린 선물을 샀다. 그것 
은 바로 작은 단파 라디오였다. 40 
위엔(元)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단 한 번에 쓰는 것이 마음은 
좀 아팠지만, 그것은 결국 내가 기 
쁜 소식, 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44 我看今天最冷 /  m  k^n jintian zui I6ng. (워 칸 진티엔 쭈이 렁.)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제일 춥군요.



길이 되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음 방송을 들었다. 방송을 들을 
때마다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때의 신앙은 나의 삶 
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 
건 아마도 내가 공부하던 ‘진화 
론’ 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 관 
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 
에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 과，각 
양각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도저히 믿을 수가 없 
었다.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계속 호감을 갖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년이 지 
난 1979년에야 비로소 대학에 들 
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전공 
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은 없었다. 나는 열심히 공부 
해서 결국 사범 대학에 합격 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4년 동안 생물학을 전공하긴 했지 
만 이것이 철학에 대한 나의 관심 
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사르 
트르의「존재와 허무」를 비롯, 
실존주의에 대한 책들로 시작하 
여 나중에는 중국어로 번역된 철 
학서들은 한 권도 빠짐없이 사서 
보게 되었다. 이미 대학에 입학하 
기 전부터 다방면의 과학을 섭렵 
했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몰려 들었고 그들은 나 
에게 ‘연설가’ 라는 별명을 붙여주 
었다.

비록 학문의 전당에서 지식을 
쌓는 즐거움을 누렸지만, 나의 영 
혼은 여 전히 공허하기만 했다. 내 
인생을 인도할 만한, 그리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이해할만한 지식 
을 얻기 위해 계속적으로 철학은 
물론 과학, 인물 전기 등을 열심히 
섭 렵 했지 만, 그 해답은 여 전히 찾 
을 길이 없었다.

L fe  인가?
지식은 날로 늘어갔지만 이러한 
공허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나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 
교 생물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 
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서 대학흰 
에 진학할 결심을 하게 되 었고，전 
공은 생물학에서 철학으로 바꾸 
기로 결정했다. 대학원에 들어가 
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했는데, 
이미 그 때는 시험 날짜가 가까웠 
고 학교에 신청할 휴가도 전혀 남 
아 있지 않흔 상태였다.

대학원 시험을3개월 앞둔 어느 
날 나는 엄청난 거짓말을 꾸미기 
로 작정 했다. 소변검사 시 손가락 
에 상처를 내, 소변에 피를 몰래 
섞어 신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오 
도록 했다. 결국 내 뜻대로 3개월 
간의 병가를 얻을 수 있었다. 학교 
에서 병가를 허락했던 그 날로부 
터 나는 책을 몽땅 다 짊어지고 모 
교인 사범대학으로 가서 밤낮으 
로 공부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나는 결국 
명문 대학원에 합격했다. 자기의 
노력에 따라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에 가득찬 나는, 어려 
서부터 늘 온 힘을 다해 목표를 향 
해 매진해왔고，또 그 때문에 나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 
부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이 
렇게 힘들게 살다가는 늙기도 전 
에 큰 병에 걸려버릴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나 자

신의 노력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 

작한 것이다.

생명의 전환점이 된 시편
대학원에 다니면서 나는 열심히 
인도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 
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면서 민주 
화가 중국에 아름다운 미래를 가 
져4 줄 것이라고 믿었다. 89년 6 
월 4일 천안문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는 대학원생이었다. 처음부 
터 매우 흥분했던 나는 안문사 
태를 겪고 나서 심한 좌 ^을  느꼈 
다.

당시 대학원에 한 외국인 부부 

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의 눈길을 끌었 
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기독 
교인이었다. 당시 내가 과대표여 
서 이들과 접촉이 비교적 잦았다. 
하루는 그가 나에게 영생이 무엇 
이냐고 물었다. 나는 “세익스피어 
가 바로 영생이다. 그는 이 세상에 
없지 만 그가 쓴 문장은 영원히 후 
세에 남겨졌다”라고 대답했다. 이 
것이 그당시 나의 영생관이었다. 
내 대답을 듣고난 그는 내게 ‘사영 
리’라는 소책자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나는 그의 말을■ 배척하진 
않았지만 믿지는 않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내가 살아온33년의 세월의 
대부분이 고난과 좌절로 점철되 
었다는 데 생각이 미 쳤다. 갑자기 
기분이 침울해졌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6 • 4 천안문 사건을 
겪은 후로는 국가와 민족에 대해 
서도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 
던 차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간 
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보잘것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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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원 그림

게 느껴졌다. 이 세상엔 위선과 사 
기，암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 
는데, 도대체 사람은 왜 죽을 때까 
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번민 중에 
나는 침대 머리맡의 성경을 펴들 
었다.

시편 44，45, 46편을 연달아 읽 
던 중 몇 구절의 말씀이 마음 깊이 
파고 들었다. 시편의 몇 구절 말씀 
으로 위안을 받고 나니 마음이 곧 
편안해졌다. 후에 나는 그 외국인 
이 주었던 ‘사영리’ 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러면서 마음 속으로 사 
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 
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주시도 
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도를 드 
렸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 
하였다.

이후부터 지주 성경을 읽고 기 
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 
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외국인이 
다시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때 
나는 “ 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

어요”하고 말해 그를 놀라게 했 
다. 그는 기뻐 어쩔줄 몰랐다.

결혼 그리고 헌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자 나는 가 
장 큰 근심거리를 주님께 아뢰었 
다. 이미 서른셋이나 되었는데도 
결혼못한 노총각이었던 나는, 주 
님께서 좋은 배필을 정해 주시길 
간구했다. 아내가 될 여자는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 
이 길 바랬다. 나이는 나보다 적고 
예쁘고, 영어를 할 줄 of는 여자였 
으면 했다. 나는 곧 외국에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 
는 아내를 얻어야만 외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기도한지 2개 
월 정도 지나 정말로 배필감을 만 
났다(이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의 일이다). 하나님은 꽃과 같이 
예쁘고 영어를 전공한, 그리고 나 
보다 여덟 살이나 어린 자매 바오 
라(했泣)를 만나도록 해주셨다.

나는 너무나 기뻤다.
결혼과 학업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나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기로 결심 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 
를 주셔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 
셨다. 성경은 강한 흡인력을 갖고 
나를 매혹시켜，열 몇 시간씩 앉아 
읽어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 
만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여 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경험한 나는，캠퍼스 사역 
을 시 작하였다. 대학 내에 있는 기 
독 청년 모임의 리더가 되어, 학생 
들과 함께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해나갔다. 모임을 하는 등안 하나 
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 
졌다. 성 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넓디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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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을 허락해주신 것이다(한 친 
구가 일본에 가게 되어 자기가 살 
던 집을 우리가쓸 수 있도록 해주 
었다). 넓고 탁 트인 영적 수련의 
공간을 갖게 된 나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다. 
대학생 모임을 이끌면서도 나는 
자주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 
험하였다.

또한 주님을 믿은 이후 진리를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사실 결혼하자마자 우리 
는 외국에 나가 유학할 계획이었 
는데, 생각지도 않게 빨리 아이를 
갖게 되 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 
나님은 우리 부부가 외국에 나가 
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남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순조롭지 못한 환경에 처 
했을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평 
안을 구하는 믿음을 배웠다. 골방 
에 들어가서 주님과 단둘이 대화 
하면서 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주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은 
자주 당신의 종들을 통해 나를 도 
와주셨을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 
이 언제든지 내게 도움이 되어주 
셨다. 그중 한 예를 들까 한다. 아 
내가 아기를 낳아 몸조리하는 동 
안 기저귀를 빨고. 우유를 먹이 
고, 밥하는 모든 집안 일이 내 몫 
이 되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로 시 
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 
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형 제 자매 
들을 우리 집에 보내어 일을 돕게 
하셨다. 그래 서 나는 집안 일을 하 
고 난 후에도 성 경연구를 할 수 있 
는 시 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 
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 조국，중국의 복음화를 소망함
앞으로 나의 삶이 더욱 성령 충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 
을 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음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중국 복음화와 중국 문화의 기독 
교화를 위해 일하라는 사1̂ 을  주 
셨다. 특히 중국의 지식인에게 복 

음을 전하고 이들을 제자 삼는 일 
은 매우급한 일이다. 앞으로 나는 
지식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 
역에 헌신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올바른 인생관 
과 세계관을 가진 그들이 장차 중 
국 교회의 튼튼한 기둥들이 되기 
를 바란다.

기독교는 중국에서 줄곧 외래 
종교의 인상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토착화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이 중국 복음화와 
중국 문화의 기독교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 이다. 서 
양의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 주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우 
리의 사역을 자기들의 조직과 방 
향으로 이끌고 들어간다면 그것 
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외의 
선교단체들은 중국 복음화를 위 
한 협조자일 뿐 주도자는 아니다. 
중국선교는 마땅히 중국의 크리 
스천들이 젊어져야 할 책임이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 
해 당신께서 하시려는 일을 계속 
이루시길 희망한다.

»'중국과복음(中國與福音)』1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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罕  인  ( 魯 南 敎 會 )

草 y  魯南) 지역은 산둥(山東)성에서 기독교 신도가가장 많은 지역이다. 공식적 
인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이 지역에는 최소한 15만 명의 신도가 있는데, 이것은 산둥 
전 지역 기독교 인구의 40%나 차지하는 숫자이다. 이 지역의 신도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매무 복잡하다. 많은 곳의 교회가 분열되어 보편적으로 
‘목자 없는 양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큰 이단은 ‘중생피{重生派)’와 ‘진리피{眞理派)’이다. 
중생파는 거듭나기 위해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잔디 밭에서 5일 간 앉아 
있다가 세례를 받는다. 진리파를 이끄는 지도자는 린이(臨;斤) 시따<西* )  진에 人h는 
42살의 쿵칭위에(孔慶月)로, 자칭 선지자라고 한다. 12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은 
그는，처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물 뿌리는 세례를 주다가, 얼마 후에는 
침례를 주었다고 한다. 진리파는 ‘예수가정(耶,穌家庭)’과 비슷한 가부장제 형식의 
공동체로 모인다. 입는 옷도 전통적인 것만을 고집해 여자들은 적삼을 입고, 남자 
지도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는다. 외부인과 왕래 
하지 않으며 오로지 가족과 친척 등 혈연에게만 전도해 신도를 증가시킨다.

대체적으로 린이 지역 교회만 비교적 조직이 체계적인 편이고, 나머지 지역의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르자오(日 照)현에서는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궈청(郭城에서는 전도인이라면 무조건 다 감옥에 가두어버린다.

이렇게 이곳에서 정치가 종교를 장악하는 예는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정부 당국 
에 의해 믿음이 약하거나o[예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니, 당연히 
성도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마침내 교회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

오히려 문화대혁명 당시 루난 지역의 기독교 신도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 
었다. 그 때 예수 믿었던 자들은 모두 정부에 의해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지금처럼 닫혀있지 않았고,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네것 내것을 따지 
지 않았다. 하지만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마치 애굽 시절 먹던 고기를 연연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내에서 권력다톰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어, 주님을 사랑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린이교회는 중심구와 북귀北區), 서구(西區), 남구(南區), 북동구(北東區) 등 모두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구역마다 위원호ᅵ가 있어 그 구역 내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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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를 양육하는 사역을 맡고 있다. 각 구역의 
주임은 모두 양회에서 배치된 인물이며 매달 각 
구역의 상무위원끼리 한 차례 모임을 갖는다.

1949년 이전, 즉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린 
이 지역에는 20여 개의 교단이 있었다. 장로교,
오순절교단, 성결교와 예수가정 등이었다. 그러 
다가 1949년 이후에 모두 중화 기독교회에 귀속 
하여 강북대회를 설립했으며, 1954년에 산동대 
호1(山東大會)로 명칭을 바꿨다. 1958년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삼자{三自)라는 이름으로 연합 
했다. 문혁 당시 교회는 전부 폐쇄되었다가, 1981 
년 3월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다.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집회를 시작하자 성도 
들은 재등록했다. 80년대 초 당시 3만 명이나 등 
록했다고 한다. 오늘날 이 지역의 전체 신도수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며, 심지어 25만 명 이상이 
라는 말도 있다. 1987년 린이시의 취엔차오산{全 
雀山)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알고보니 그 지역에 
맨 처음 건축된 교회는 뤄割羅莊)에 있는 교회였 
다.

1991년 전 루난 지역에 삼정(三定:삼자에서 규 
정한 종교활동 범위 제한. 활동범위와 집회 장소,
책임자를 제한하는 것 이 역 자  주) 정책이 실시되어 70개의 등록된 처소를 지정했다. 이 외에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처소도 매우 많았지만 집회를 여는 데 별 어려움은 없었다.

루난 지역 전체에 목사는 한 명, 그리고 11명의 장로와 11명의 신학생(이중 재학중인 신학생은 6명)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이 지역의 전도 사역을 책임진 핵심인원은 이들 목 회 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인 것이다.

린이 지역 성도들은 주로 농촌에 살고 있다. 현재 린이 전역에 걸쳐, 400명 이상의 교인을 수용할수 있는 예배당은 
60여 개 정도이다. 일반 신도들이 세례교인이 되려면 최소한 3년 동안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 린이 지역 교회의 
특징은 매일 저녁마다 집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남구(南區) 교회를 예로 들면, 주일아침 대예배 이외에 주일 저녁에 
교제예배가 있으며, 월요일은 성경강독, 화요일에는 찬양집호I, 수요일은 설교집호I,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다시 성경강 
독, 금요일은 설교집호I, 토요일은 찬양예배로 모인다. 또 월, 수, 금요일 새벽 5시마다 새벽기도회가 있다.

성도들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성경구절을 가사로 만든 복음성가, 시편을 가사로 만든 성가를 즐겨 부른다.

출처: 『協』66기 
원제: 勒삼敎 fWW況

번역: 차이나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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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 1외 잘자$1

육의 양식，여 o
o  — 양식

방지일

‘공산당 피해 온 난민에 죽 급식. 미군 철수하자 
원주민도 대만으로 탈출. 

남은 교인 버릴 수 없어 귀국 못해”

국민당 정부는 대륙을 
찌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 

다. 미국특사마샬이와 
서 국공합작을 알선한다고 난징 
(南京)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를 만나 협상하는 사이, 공산당들 
은 착착 자기 기반을 넓히고 있었 

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 정부에만 
의존하다가 일본이 투항하여 버 
린 무기, 미국에서 원조하는 물자 
를 고스란히 공산당에게 넘겨주 
는 실책을낳고 만 것이다. 장지에 
스(蔣介石) 총통은 결국 작은 섬 
대만으로 쫓겨갔다. 주요 공장들 
을 옮기고，또 중국 박물관의 훌륭 
한 국보들을 대부분 대만으로 옮 
겼다니 놀랄 만했다.

이렇게 되니 대륙에서 최후로 
철수한 항구 몇 곳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었다. 내가 있던 칭다오

(靑島) 군항도 근 1주일 간 공백상 
태가 되었다. 국민당은 철수하고, 
공산정권은 아직 들어오지 않아 
사회 치안이 말이 아니었다. 혼란 
이 란 말만으로는 그 상태를 다 표 
현 못한다. 인심이 완전 수심(獸 
心)이 된 셈이었다. 거리로 쏟아 
져 나온 인파들이 철문으로 굳게 
닫힌 창고와 가게들을 부수고 들 
어가 물건을 메어 날랐다. 완전한 
이기주의 세상이었다. 그 난폭함 
과 잔인함은 어떤 맹수와도 비길 
수 없었다. 다행히도 우리 집은 중 
국 교인들이 여럿 와서 지켜주고 
있었다.

물론 교회도 아무 손해를 보지 
않았다. 이런 점은 공산당 치하와 
는 좀 달랐고，약탈꾼들이라도 교 
회는 달리 취급하는 것을 보았다. 
뒤에 들으니 이런 혼란을 예상하 
고, 작은 배에 초만원으로 타고 빠 
져나갔다가 전복되어 수장된 사 
람들만도 엄청났다고 한다. 작은 
배로는 대만까지 못 가고, 가까운 
한국으로 간 배들도 많았다. 이런 
공포 분위기가 오래 계속된다면

50  I 天氣好不好? / Tlanqi hao bu hao? (티엔치 하오 뿌 하오?) 날씨가 좋습니까



결국 자멸할 수 밖에 없음을 절실 
히 느꼈다. 나는 이 런 판국을 여 러 
차례 겪었으나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 중국 교인들이 와 
서 지켜 감싸주었던 것을 잊지 못 
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다. 남은 
교인들은 놀라고 공포 속에 떨기 
는 했으나, 신앙으로 더욱 깊이 들 
어감을 감사하였다.

일본이 투항하고 공산당이 각 
지방에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할 
때，지방 난민들이 무작정 도시로 
모이고 있었다. 주택도 문제이려 
니와 식량난이 크게 문제되어, 
UN 국제구제회가 발족되기에 이 
르렀다. 여기에서 우선 난민들에 
게 죽이라도 쑤어 먹이자는 의논 
이 실제화되어, 우리 교회가그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숫자도 대단 
했지만，이 일은 정말 쉽지 않았 
고，거기 드는 인력 기구도 상당하 
였다, 조직을 완비하여 루수파 목 
사로 창장(廠B )을 맡게 하고, 직 
원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집사들 
을 채용하여 대소사를 맡게 하였 
다. 죽이라 하지만 거의 밥에 가깝 
게 되 게 쑤었다. 수천 명분의 쌀을 
밤새 큰 독과 큰 솥 수십 개에 그 

득그득 채워두었다가 아침 일찍 
부터 분배했다.

이 기구를 맡아서 일하기는 참 
으로 쉽지 않았다. 매일 수천 명이 
나 되는 사람들에게 죽을 분배하 
려면 늘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하 
루에도 몇 차례 죽창(粥廠)에 가 
서 죽 나누어주는 것을 보기도 해 
야 했지만, 그때 그때마다 장소를 
마련하여 죽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이들 
을 위해서도 매일 기회를 찾아 강 

의를 했으니 나는 나대로 매우 분 
주했다. 시간을 많이 들여야 했다. 
정식 예배시간이 있어 전도도 하 
고 예배도 드리고, 기회는 매우 좋 
았다. 20여 명의 종사자들이 있었 
는데, 이들은 조석(朝夕)마다 예 
배드렸고，성경공부에도 이미 정 
통한 분들이라 알찬 시간이었다.

지방에서의 공산당과의 접전 
은 계속 확대되고 국민당군은 완 

전 절수하여 구제기구도 철수하 
게 되 었다. 그러 니 죽창도 문을 닫 

게 되었다. 국민당 군인 가족들은 
날마다 배에 가득 타고 대만으로 
떠났다.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 
들은 어 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 
작정 부두에 나가 배를 타고，전재 
산을 다 털어 배를 전세내어 떠난

사람도 많았다. 그 어수선함은 이 
루 말할 수 없었다. 가려는 아우성 
속에 무리하게 승선하여, 결국 초 
만원으로 배가 침몰되어 몰살하 
기도 하였다.

중국 동역자들은 그렇게 무리 
하게 떠날 수는 없어 같이 남았다. 
이대영 목사는 이미 상하이를 거 
쳐 귀국하신 바이고，나 혼자라 더 
욱 떠날 수 없었다. 떠나지 못하고 

남은 우리 교인들 
과 함께, 당하면 
당하리라 결심하 

며 이 어려움을이 
겨나갔다. 인심이 
매우 흉흉했으므 
로 몇몇 교회 청년 
들은 거의 매일 밤 
마다우리 집에 와 
서 잤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 신앙 
으로 뭉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 
의 사랑의 맛을 여 
기서 맛보게 된 
것이다.

이후 내가 한국 
에 돌아와 보니 그 
당시 배를 타고 떠 
났던 많은 중국인 
들이 한국에 들어 

와 화교로 살고 있었다. 죽창 사역 
이 쉽지는 않았지만，그때 복음역 
사가 크게 되었다 할 것이다.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 목사,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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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0J 풀(2 )

왕밍다오(王明道}

(1 9 0 0 〜  1991)

편집부

중국 역사 가운데 중국 교회에 
ᄁ 영 향 을 준  뻬 한  지도자를꼽으 
1ᅵ 라면 워치만니, 숭상제(宋해節)，

자위밍(賈' 銘), 왕밍다오( Hnjj 
逍)를 들 수 있다. 이 네 사람은 각각 특징 이 
있는데, 워치만니는 영적 깊이를 중시하고， 
숭상제는 전도를 중시하며，자위밍은 성경을 
깊이 탐구하였다. 그리고 왕밍다오는 신도의 
생활과 주님과의 교제를 중시하였다.

왕밍다오 목사는 이들 중 가장 최근까지 생 
존했던 인물로서 1991년 7월 28일 상하이( ᅵ느 
海)에서 타계하였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동 

역자였던 부인 리우정원(劉景文:영문 이름 
드보라 왕) 여사도 1993년 4월 18일 상하이에 
서 향년 81 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 
다.

冷不冷 I Ungbul&ig? (렁 뿌 렁?) 奋습니까?

생애
왕밍다오는 1900년 7월 25일 중국 베이징(北 
M)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한달 전, ‘의화단의 난’의 공포 
와 전율을 참다 못해 자살하였다. 어 린 왕밍 
즈(+ :銘子:어릴 적 본명)는 혹독한 가난에 시 
달렸다. 학교에 등교하기 전 베이징 시내의



부유한 집 근처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살살이 
뒤져, 땔감이 될 만한 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연료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 
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년 왕밍즈는 매우 
총명했고 늘 책을 파고 들었다.

그가 처했던 역사적 환경은, 지난 수세기 
동안 발달된 문명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중국이 제국주의의 거센 압력에 부딪혀，오랫 
동안 고수해온 중화사상과 국수주의가 무너 
져가는 때였다. 베이징의 혼란한 현실 속에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왕밍 
즈는 삶의 의미, 부와 가난에 대해 고심하였 
다.

‘나는 죽음이 두려 웠지 만 어 느 누구도 죽음 
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 
래 살기를 원하지만 생명을 영원히 영위할 방 
법은 없다. 공부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는 항상 용기가 솟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면 곧 고통스러워 졌다.’

그러는 가운데 학급의 한 친구가 그에 게 하 
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획기적인 일이 2천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고심하던 왕 
은의문에 대한해답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 
고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으로 가득찼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인 스무살 때, 그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을 밝힌다는 의미의 ‘밍다오(叨道)’란 
이름으로 고치고 살아가게 된다.

그는 기존의 서구 선교사들의 선교 방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선교사 위주로 운 
영되는 신학교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독자 
적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은 그의 
눈으로 볼 때 서구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를 
어린아이 취급하여 지도자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종속적 선교를 실시하는 데 대한 강력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었다.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제자들에 게 침 례를 줬다는 이유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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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한 삶을 강조하는 왕밍다오의 

메시지는 강력한 힘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성도들을 끌어들였다.

직을 박탈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기존의 
종교체제에 반대하는 완강한 자세 때문에 왕 
밍다오는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 
나 젊은 왕밍다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말 
씀을 연구했고, 성경의 더욱 깊은 의미를 깨 
달았다. 그는 말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 
었고, 오래지 않아 그를 중심으로 성 경공부가 
이루어 졌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 
실히 순종하는 삶을 바탕으로 한,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회개,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한 
삶을 강조하는 메시지 때문에, 때때로 그는 
비판적이고 거만하며 용서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 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목회자로서 

의 성숙은 더욱 두터워졌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성실과 신실함이 영 적으로 굶주



린 크리스천들을 집회로 끌어들였다. 

추앙받는 목회자
1930년대 초까지 그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중국 전역을 돌며 전도여 행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중국 전역 
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33년 봄, 많은 사람 
들이 왕밍다오가 이끄는 베이징 집회에 참석 
했다. 점차 사람이 많아져 넓은 장소를 빌려 
야 했고, 곧 교회당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1937년 8월 1일 베이징에 ‘기 
독도회당(초볼徒會堂)’이라는 예배당이 완성 
되어 봉헌하였다. 그의 설교는 활자로 인쇄되 
어 중국 전역에 배포되었다. 종종 따라 다니 
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경 받고 추앙받 
는 목회자로 명성을 날렸다.

왕밍다오는 자신의 교회가 독립적이기를 
원했다. 그는 중국 교회는 자급자족하며, 외 
부로부터 어떤 재정적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하였다. 또한 중국 성도들과의 동 
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의 개입도 없어야 
하며，교회는 자치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교 
희 내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은 중국인 
이어야 하며, 그들은 양들의 환경과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왕밍 다오의 교회는 수년 동안 부홍했다. 그 
의 평판은 나날이 높아갔다. 또한 그는 계간 
지 『영의 양식(靈食)』을 발간하여 전국의 
성도들에게 성경공부의 열기를 불어넣었고, 
이 외에도 많은 신앙서적을 발간하여 중국 교 
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 기 바로 전, 왕밍다 
오는 공산당에 충성 할 것을 골자로 하는 문서 
에 서 명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만 거 절했다. 그 
문서는 중국 교회를 제국주의의 도구라고 단 
정하고 있었다. 새 공산정부는 중국의 교회가 
자치 ( e 治)，자양( 自養), 자전 ( e 傳)해야 한다 
는 삼자< =：:自) 원칙을 공포했다. 왕 목사 자신 
도 자기 교회 내에서 이미 그런 원칙을 오랫 
동안 견지해왔으나, 목적에는 큰 차이가 있었 
다. 공산당은 마음대로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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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원칙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한 
눈에 꿰뚫어 보았다. 자신의 사상과 비슷하기 
는 했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한 부분도 받아들 
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수년 동안 그대로 
견지해왔던 그대로를 실천할 뿐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설교와 많은 책자들을 통해 공공연 
히 공산당의 정책을 반대하고 비난했다.

1955년 8월 8일 한밤중, 왕밍다오 목사와 
그의 아내는 바로그들의 결혼 기념일에 성도 
들과 함께 교회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 

는 반동이라는 죄목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 
다. 몇 주내에 그의 교회는 폐쇄되었다.

“ 나는 닭 울기 전의 베드로다”
감옥에서 그는 수개월 동안 밤낮 구분없이 계 
속되는 무서운 정신적인 고문을 받았다. 그는 
더디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기도했다.

‘오 주님!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이상 당신께 헌 
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비통하게 하 
늘을 향해 외 쳤다. 그는 결국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혼란 중에 반역죄 고백문을 쓰게 된다. 
그는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저 
는 신의 존재를 의심해온 것 같습니다…”라 
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 결국 그는 석 
방되었고, 그가 쓴 고백문(진술서)의 전문이 
당시 삼자교회의 대변지인「텐평 u m )」에 
‘삼자애국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출감 후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삼자애국운 
동위원회를 찾아가，그의 교회를 삼자 노선으 
로 바꾸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그가 삼 
자회에 등록을 한 후부터 많은 성도들이 그가 
맡고 있던 기독도회 당에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는 계속 집에 들어앉아 한 건의 집회도 인 
도하지 않았다.

마음도 몸도 아픈 가운데 그는, 거짓말을 
해서 석방된 것을 후회하였다. 왕밍다오가자 
기 집 근처에서 “나는 베드로다, 나는 닭 울기 
전의 베드로다…” 중얼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퍼 졌다. 자기 자신이 주 
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와 똑같다고 생각한

今天很暖和 / Jintian h6n nuanhuo. (진티엔 헌 누안후어.) 오늘은 따뜻합니다.



것이다. 리우 사모가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 
며 위로하였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그의 
정신은 회복되었고，기도중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을 체험한 이후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어떠한 고초를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다시는 
‘탈영병’이 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그는 부인과 함께 당국에 가서 이 전의 참회 
를 부인하고, 자신은 삼자와 합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1958년 4월 왕밍다오와 그의 
아내는 다시 구속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 
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 
었다. 그는 진술서에 담대히 썼다. ‘나는 어떠 
한 법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삼자운동에 반 
대 한다는 이 유로 투옥되 었다. 나는 여 전히 그 
것에 반대한다.’ 그들은 산시(山两)성 따퉁 
(火同)에서 노동개조를 받았다.

1977년에 아내 리우징원 여사가 먼저 석방 
되었고, 1980년 연약하고 눈멀고 귀 먼 80세의 
왕밍다오 목사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들은 
상하이에 정착하였다. 많은 해외 교회 지도자 
들이 그가 망명하여 해외에서 살기를 청했으 
나 그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계속 중국에 
머무르길 원했다.

그는 곧 상하이에서 가정집회를 열었고 그 
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였다. 그는 
노년에 시력을 상실하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다. 부인마저 거의 시력을 잃어 시중드는 
사람이 없으면 기동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진리가 너회률 자유케 하리라
왕밍다오가 체포되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반대 때문이었다. 그는 정부에 동조하지 
않았고，삼자애국운동에도 연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지나치게 독자적 이며 불 
순한 동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프로테스 
탄트(개신교) 운동은 위협적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평가되었으며, 넓게는 중국 교계 전체 
에 걸친 문제로 -확산되었다.

삼자애국교회가 형성된 목적은 교회를 정 
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서는 교회의 역량을 정부 경찰에 협조하고 복 
종하는 방향으로 모으려는 것이었다.

‘교회는 제국주의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한 
다. 교회는 제국주의의 재정적 지원을 거부해 
야 한다. 교회는 제국주의의 이념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교회의 복음을 선포한다.’

今天一點兒也不冷 / Jintian yidiar y§ bu leng. (진티엔 이디얼 예 뿌 링.) 오늘은 조금도 奋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은 본 의 미 와는 다르게 정치 적 
으로 흘렀다. 왕밍다오의 개성이나 원리 원칙 
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사람보다 하나님 
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 행 5:29) 그는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좀처럼 타협 
할 줄 몰랐다. 비록 1차 체포시에는 두려움에 
못이겨 실패했지만, 2차 체포시 진리와 정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그는 진리를 선택했 
다. 또한 그는 크리스천은 믿지 않는 자와 멍 
에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격동기 중국 교회의 충성된 증인
왕밍다오는 중국의 격동기인 근현대사를 거 
쳤다. 청조, 국민당, 항일전쟁, 항전에서 승리 
한 광복시기, 그리고 공산화 시기…. 그는 중 
국의 비틀거리는 현실을 보며 살아남았다.

오엠에프(ᄋMF)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 
러의 4세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 목사 
는 왕밍 다오의 영적 품격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그는 완전히 하나님 
께 헌신된 사람이었다. 둘째，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셋째, 그는 전심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시 
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였다. 
넷째,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왕밍다 
오는 직접 제임스 테일러에게 23년 간의 감옥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규칙적인 생 
활을 배웠다고 하였다.

왕밍다오는 문서 저작 방면에서도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1922년부터 55년까지 30년 간 
의 저작은 중국 교회의 귀중한 재산이 되고 
있다. 그의 대표적 저서인『오십년 이래(五 

+ 후來)j , 『이 사람을 보라(看這些ᄉ)』, 청 
년에 게 주는 12편의 편지(寫1&#후•的 I•二封 
信)j  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르는 충성스러운 종이며, 실천하는 
신앙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인물인지를 잘 알 
수 있다.

타계하기 얼마 전, 왕밍다오는 서구에서 그 
를 찾아온 크리스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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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유 세계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자유 세계에 있는 형 
제 자매들이 세상(W orld)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W oni)을 사랑하도록 하옵소서.”

참고자료
• 『고난의 길을 걸으며』, 도서출판 은석논장
• ‘대륙의 큰 별 왕명도 목사’, 김 성 태 ,「중국을 

주께로j  95. \J2 , IP..76-79
• ‘故 왕명도 목사를 추모하며’, |'중국과 교회j  

92. 1/2, pp..5-12

정£1/ 편집부

我看今天最冷 / Wᄋ k^n jintian zui l§ng. (워 칸 진티엔 무이 렁•)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제일 춥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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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八 L ! 의  의 지 를  지 지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유다서 6)

r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 니j (요한복음 21:3)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서 있게 한자리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도록 힘써 배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무릇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데, 특히 자신의 열정으로 기분이 고조되었을 때는 그저 열정만 있을 

뿐 주의 뜻을 구하지 않아, 결국 종일토록 분주하여도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열만 내다가 오히려 주를 

섬길 수 없게 된다.
우리들은 우주, 만물, 그리고교회에 대해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각피조물들 

은 저마다 모두 하나님이 가장 좋게 섭리한 것이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으며, 
반드시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조화가 있어야 하나남의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조화로운 발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고전 1 2 4 - 21, 엠 4：1 5 ~ 1 
6).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s나의  비밀스럽고 영적인 생명체이다. 생명체는 반드시 각 지체가 

모두 일정한 자리에 있어야 하며’ 각 지체마다 기능을 발휘할 마땅한 역할이 있다.
첫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 멋대로 이탈하지 않으며 월권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지체 간의 교류를 막지 않아 몸 전체가 다양한 지체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서로 연합되어, 몸이 점점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며 반드시 지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런 뒤에 자신의 본래의 위치에서 

힘써 자기의 담당한 직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전체가 일치되어 협력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지녀된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다.
그 러 므 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j  (베드로전서 410-11).

이 글은 홍콩 CMI(中國福音會)에서 출관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묵상집「晨光」중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번역/이민선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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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교 법 규

종교활동 통제를 

위 한  새  규 정 들

중국 종교사무국은 종교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 
들을 계간지「중국종교(中國宗敎)」겨울호를 통해 
발표했다. 이 규정들에는‘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연례 
조사 방법’(이하 ‘방법’으로 칭함-편집자 주)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는데, 이것은 지난해 7월 29일 국가평 
의회에 의해 공포된 사항이다.

정부는 현 및 시의 종교사무기관들과 동급 기관들 
을 통해서 종교활동장소(교회나 사원, 절 둥 종교활 
동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들에 대한 법적 명칭)가 정 
부의 정책에 맞추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 
단하기 위해 이 규정들을 사용하게 된다.

적절성 판단의 기준은 ‘방법’ 제4조에 나와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규정，정책의 준수
2) 운용규정의 제정과 시행
3) 주요 종교와 외국과 관련된 활동 관리 방법
4) 수입 지출 재정관리 문제
5) 등록조건의 변화여부
6) 종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기업, 

재산의 관리
7) 그 외 이와 관련된 문제

그 외 이 규정과 관련된 문제에는 아마도 감사가 정 해 
진 기간 안에 끝났느냐，종교활동단체가 사실대로 보 
고했느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제9조와 10조). 그리고 
‘방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문제가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 종교사무국에서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

「중국종교」지는 ‘방법’의 시행에 대한 익명의 종 
교관리국 관리와 인터뷰한 내용도 함께 게재하고 있 
다. 여기에서 그는 규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우선 이번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1994년 
1월 31 일에 리펑(李鹏) 총리를 통해 발표된 종교관리 
법 <종교활동 및 활동장소 규정에 관한 법령>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종교활동 단체의 통제를 강화하 
기 위해서’이다(이것은곧 정부정책에 합법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종교활동 단체는 
헌법과 법률, 규제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 한다. 게다가 사회 안정과 
경제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도 포함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특히 
사회안정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방법’을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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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이유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종교사무국을 통 
한 종교활동 단체의 자율적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와 공산당의 헌법, 법률，정책 둥을 명시 
하기 위해서이다.

‘방법’은 기존법안의 시행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 
해, 또 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하위 규정의 한 부분이다. 사실상 이것은 ‘방법’ 
제1조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19M년 
에 통과된 2개의 법안이 이 규정의 근거가 되었다.

매년 감사 기간에 종교활동 단체를 판단할 때, ‘종 
교활동의 통제’가 ‘방법’의 주된 취지라는 것을 분별 

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는 제4조, 9조) 10조에 언급된 
사항이 말해준다. 제4조에서는 감사의 대상에 분명 
히 ‘다른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9조에 
서는 이 감사에 통과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7가지 
의 기준이 나와 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이들 감사 
기준 가운데 단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통과될 수 없는 
9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덧붙여 헌법 및 규정과 정책의 준수 
여부도 기준이 된다. 이는 법률적인 강제성을 띠지 
않는 전국인민대회나 국가위원회의 정책에 앞으로 
합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할 것임을 보여준다. 일반적 
으로 정책은 법률과 규제에 뒤따르는 것이지만 이는 
정책이 법률과 규정에 종속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 
면 이 규정의 대상은 누구인가?

최근 중국 내에서는 독립을 시도하는 시짱(티벳) 
자치구의 라마불교 승려들과 신장 위구르자치구 4| 
교도들의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티벳에서 지난 여 
름 이후로 분리주의자들이 수도원에서 ‘재교육’ 운동 
을 벌이고 있다(South China Morning Post 17. Aug. 
1996, 9. Sep 1996). 반면에 신장에서는 같은 시기에 
회교 분리주의와 불법적인 종교활동에 대해 강경조 
치 가 내 려 졌다(SCMP Sing Tao Daily News, 3. Sep. 
1996). 그러나 이 규정이 순수하게 종교에 기초한 분 
리주의 억압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면,'티벳과 신장 
자치구 지역은 중국 내에서 그들의 자치적 신분으로 
그들 스스로 필요한 법을 시행할 힘을 갖고 있다.

사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법 아래에서 등록하지 
않은 단체로 비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의 
성장을 가장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방법’ 제2조 
에서는 모든 교회가 합법적으로 등록할 것을 조건으

로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등록된 교회는 통제하기 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등록 교회는 삼자애국운동위원 
회와 중국기독교협회의 통제 아래 있게 되는데, 국가 

가 승인한 이 양회가 기독교 활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통제의지를 나타내는 가장 좋 
은 예는 1994년 말 베이징 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강 
제로 제거한 강와시교회의 양유동 목사의 경우이다. 
이때 삼자회는 교회 성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아 양 
목사 대신，자기들의 지도자중 한사람을 담임목사로 
세웠다. 게다가 선양(S U )에서는 교회의 젊은 목사 
가 양회의 관리와 정치적으로 결탁된 담임목사의 교 
회 재정 남용사실을 폭로한 이유로« 몇 달 동안 공안 
국에 구류되었던 경우도 있다.

이 ‘방법’은 중국 당국이 등록된 교회를 통제하는 
데 매우 유용한수단이 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는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도시와 
떨어져 있는지방과 시골에서 ‘방법’이 인민과 지방관 
리 모두를 통제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을 정부는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법’의 발효는중국에서의 종교 성장 
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 지도자들의 바람의 결과로서 
올해의 종교통제의 일부분이다. 그것은 1994년 이 래 
로 종교를 국가 법률'의 지배하에 들여놓으려는 경향 
의 연속이며，특별히 기독교의 성장이 중국 정부 지도 
자들의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을 두려 
워하는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출처: CNCR 1996. 11. 29
번역/  문선일 ■ 동아시아선교회(EAM ) 협동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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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에 있는 성도들

메이쩡즈(梅增知)

에 들어갔다 나온 지 
m  도 벌 써 5개월이 지났 
0 * 1  다. 지난번 떠나올 때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삼자 
에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 
을 접했다. 하지만 미국에 돌아오 
고 나니 그들과 직접 연락을 취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방문 
계획은 몹시 신경이 쓰였다.

가는 곳마다 만나야 할 지체들 
이 이전보다 많은데，주님의 특별 
한 보호가 없었다면 나의 순조로 
운 중국 방문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행히 °ᅵ무런 사고 없이 
이 번 방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 
고,그랬기에 중국형제 자매들 
의 아름다운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 감 
사드린다.

가롯 유다가 되기를 거절한 
A 형제
올해 초에 진행된 훈련에 참여했 
던 A  형제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공안국에 구속되었다. 그는 원래 
중한 심 장병을 앓고 있어 매일 약

을 복용해야만 했는데，공안국 구 
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 약이 다 떨 
어져 병이 악화되었고 온몸이 퉁 
퉁 부었다.

그러나 공안국에서는, 그와 함 
께 사역했던 다른 형 제 자매들의 
이름과 집회소의 상황을 실토하 
지 않으면 그를 석방하지 않을 것 
이고，식구들이 그의 약을 가져오 
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계속 협 
박했다. 이런 심문을 받으면서 A 
형제는 자신이 심적으로 매우 연 
약해진 것을 발견했다. 만약 계속 
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죽 
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 
다. 하지만 어찌 주님을 배신하는 
유다가 될 것인가? 그는 스스로에 

게 물었다.
그는 심문하는 공안에게 말했 

다. “ 이렇게 중대한 일은 하나님 
께 먼저 여쭤봐야겠어요. 내가 유 
다가 되어도 괜찮은 건지…” 공안 
은 그에게 “ 좋다. 빨리 기도해라” 
라고 말했다. A 형 제는 심문실에 
서 무릎을 꿇고 10분 동안 기도했 
다. 그리고는 일어나 그 공안에 게 
말했다.

好* 嗎? / Haok^n ma? (하오칸 마?) 예뽑니까?



“ 하나님께서는 제가 유다 노룻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군 
요. 만약 당신들이 나를 집에 보내 
주지 않으면 난 그냥 여기서 순교 
하겠어요 아내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나 없이도 생계는 그럭저 
럭 유지될테고, 아이들도 다 커서 
자립할 수 있으니 난 여기서 주님 
뵈올 날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A  형제의 끈질김에 공안원도 
두손들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그 
는 석 방되었다. 그러나 공안은 그 
후에도 자주 A 형제를 찾아와서 
가정교회 사역자들의 명단을 사 
실대로 실토하라고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 하나님은 내가 유다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는 말만 되 
풀이 할 뿐이었다. 공안도 이 런 그 
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지금 A  형제의 심장병은 예 전 
보다 많이 나았지만, 그가 받는 정 
신적인 스트레스는 여전히 심하 
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란 
다.

어린아이의 기도와 격려로 
고난을 이기다
B 형제는 예수를 믿은 이후 주 
열심을 내어 이웃 지방에 까지 가 
서 복음을 전했다. 그의 전도사역 
결과，3개월 내에 100여 명이 예수 
를 알게 되었으며 3개의 집회처 
소가 세워졌다. 그런데 최근 정부 
호적과에서는 그가 주거 지역을 
벗어나 불법 집회를 열고 어린이 
들에 게 세 례를 줬다는 이유로 1 년 
형을 언도하였다.

한 자매가 내게 이런 얘기를 들 
려줬다.B  형제의 어린 ol들이 성 
도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아이는 “ 주님!

우리 아빠에게 힘을 더하셔서 그 
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치 않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어린 형제는 자기 아 
버지가개척한3개의 집회소에 있 
는 성도들에게 이런 격려의 편지 
를 썼다고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빠가 옥 
에 갇혔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 
거나흔들리면 안됩니다. 만약 여 
러분이 믿음이 약해져서 흩어져 
버린다면 우리 아빠가 지금 여러 
분을 위해 고생하는 것이 모두 물 
거품이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타격을 받은 목자로 인하여 그 양

무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믿 
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들입니 
다.’

B 형제는 아직까지 복역중이 
다 하지만 듣자니 어린 61돌의 기 

도와 격려 덕분에, 그 집회처의 성 
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모이 
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 나는 뛸듯이 기뻤다. 이와 비슷한 
간증은 비일비재하다. 목자 없는 
중국의 양들을 위해 끊임없는 기 
도가 필요하다.

梅增a / 복음중주협회(c c l) 사역자 
번역/차이나 • 본지 편집기자

是啊，挺好看 /  Shi a, tTng hSok^n. (스 아，팅 하오칸.) 네，아주 예뽑니다.



공산당(이하중공당) 조직이 최 
근 3년 동안 팽창을 거듭하여, 
96년 6월에는 당원수가 5,70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중공당의 당원 
이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거의 200만 
명씩 늘어난 결과이다<1993. 7. 1.-1994
6. 30, 176만 명 증가, 1994. 7. 1-1995. 6. 
30,187만 명 증가, 1995，7 .1 -1996.6.30., 
193만 명 증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 
한다면, 중공당은 금세기말에 6,500만 명 
의 당원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 늘어난 당원들의 출신 성분을 
중공당 중앙조직부 통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중공당이 전통적으로 중시해 왔고 
그동안 당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노동 
자, 농민 출신은 45%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35세 이하 
의 신입 당원들은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는 전문인, 당정간부, 공무 
원，학생 및 개체호(« 5 戶)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당중앙 조직부가 하달한『중앙조직부 
의 ‘기업과 농촌 생산일선에서의 당원 발 
전공작 강화에 관한 의견’ 인쇄■ 배부 통 
지』에 따르면，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기 
업 중에는 당원이 없는 생산반. 생산조들 
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농촌의 기 
층조직 지도부에 후임자들이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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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당히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통 
지’는 또한 전국의 공업 •건축. 교통. 우편 
통신 방면 기업에서 당원이 거의 없는 생 
산반.생산조가 이미 37.3%를 차지하고 
있고, 농촌에서는 10년 이상 당원 증가가 
없는 당 지부들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현대기업보 
(現R ife業報)』도 얼마전, ‘ 현재 일부 제 
조.광업 기업 생산 일선의 젊은 근로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당원이 없는 조직 
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일선의 노동 
자 가운데 당원대오가 점차 축소되고 노 
령화되고 있으며, 나이 많은 당원들은 체 
질이나 문화적 소양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미 노동자 가운데 솔선수범의 역할을 
하기가 어 럽 게 되었다’ 고 지 적하고 있다.

대학가의 ■입당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학에서는 대학 
생들의『입당열』이 또다시 거대한 규모 
로 일고 있다. 이러한 대학가 입당열은 과 
거 첫 번째 열기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대학가의 첫 번째 입당열은 후야오방(胡

耀邦) 시대인 1985년과 1986년에 일어났 
었다. 당시 당내 자유화 주창자였던 광리 
즈(方勵之)와 리우빈안(劉賓雁) 등이 청 
년 환생들에게 공산당에 가입하여 공산 
당을 개조하도록 부단히 격려 했었다. 따 
라서 당시의『입당열』은 분명히 적극적 
이었다. 그렇지만 이 열 기 는 『6 • 육천안 
문 사태』를 거치면서 사그라들고 말았다.

최근 일고 있는 두 번째 입당열은『조직 
인사보(組織ᄉ事報)』가 발표한 ‘대학생 
의 입당 동기의 공리화(功利化) 경향은 
가볍게 볼 수 없다’(1996.8. 22)는 제하의 
글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글은 •대학생들의 입당열이 다시 가 
열되고 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학생들의 40%가 입당을 바라고 있다. 
벌써 당조직에 입당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학생의 비율도 약 25%를 차지하 
고 있으며，1학년 신입생들의 경우는'50% 
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들 
의 ‘입당열’ 현상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부 대 
학생들의 입당 동기에 공리화, 즉 개인의

문화대혁명 당시 마오쩌둥(毛澤東)에게 전심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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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과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되 
고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마다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대부분 입당하는 것을 졸업 
후의 직장 배치와 연계하여 고려하고 있 
다. 재학중의 입당을통해서 졸업 후 직장 

배치와 직업선택 경쟁에서의 우세를 선 
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입당에 적극적인 대학생에 대한 설 
문조사』중 ‘당신의 입당 의사를 촉진시키 
는 요인’을 묻는 항목에，조사대상자의 
30%가■“졸업 후 직장 배치시 비교적 만족 
스러운 업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 이라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입당이 졸업시 직업 선택 경 
쟁의 대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 데 대해 응답자의 
71%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개인의 

이익과 당의 이익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경우, 당신은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고 생각하느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3.7%가 “가능한한 당의 이익을 따르지 
만 개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고 대답 
한 것으로 밝혀졌^ _

일부 연구자들은, 근래 중공당의 새로 
운 당원충원 정책과 관료사회의 심한 부 
패, 그리고 중국의 후계자 양성 방식 둥이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복합적 요인 
이며，이로써 대학생들 사이에 ‘입당열’ 및 
공리화 경향이 조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들의 입당은 매우 쉬운 편 

이다. 재학 중에 학급간부(반장, 조장, 공 
청단 지부서기, 반위원회 서기)나 학생회 
간부를 맡으면 입당신청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당위원회가 주관하는 "학생 
당교(學生끓K )’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일반적으로 
어떤 특수한 정치적 표시가 없이도 졸업 
전에 입당이 가능하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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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석사반에서 일정한 학생 공작(工作) 
을 맡으면 당 조직에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입당도 가능하다. 박사과정에 진 
학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만 하면 
곧바로 입 당할 수 있다. 예 비 당원 기 간에 
학교 당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며，당의 어떤 중대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학업성적이 
많이 떨어지지만 않으면，정해진 기간 이 
후 바로 정식 당원이 될 수 있다. 당 조직 
도 보통 이들에게는 어떤 특수한 임무나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기 때 
문에 정식 당원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출처: 「前消j  (홍콩) 96. 12월호 
번역: 북방동향 97년 1월호에서 발췌



X 1980년 중국 형법은 “프롤레타리아 독 
재 및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모든 행위들을 ‘반혁명 범죄’ 로 규정하였다.
X 형벌은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X 양심수들은 대개 반대집단 가입이나 정 

부에 비판적인 의견의 표현을 금하고 있는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구금된다.

X 중국 법무성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5년 1월 약 2,678명의 수인들이 ‘반혁명 범죄’로 
구금되었다고 한다.

X 1993년에 제정되어 1994년부터 적용되 
기 시작한 국가보안법은 언론，출판, 결사, 종교의 자 
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국가안보기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X 모호한 법 조항들은 기존 정치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행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밀에 관한 범죄

X 1992년 이후 양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이들 대부분이 ‘국가기밀’ 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언론인들이 주로 이 법에 의해 처벌 
되고 있다. 이 법은 표현 및 출판에 관한 자유를 점차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행정구금

X 경찰은 인신에 대한‘보호와 조사’에 관 
한 조항에 의거하여 범죄에 연관이 있다는 혐의만으 
로 자체권한을 행사하여 영장없이 3개월까지 사람들 
을 구금할 수 있다.

I  알려진 사례 중 대부분이 3개월 구금이

다.
I  실제적으로 이 조항은 경찰이 자의 적으 

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교 
육을 받지 못하고 특권이 없는 사람들과 이주한 노동 
자들이 주로 희생된다.

X 1980년대 초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이 ‘보호와조사’라는 명목으로구금되 
어 왔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89년에 93만 명, 1990 
년에 90만 2천 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러한 명목으로 
구금되었다.

X 영장이나 재판없이 최고3년 간의 ‘노동 
재교육형’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 형 량은 매년 갱신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X 이 조항은 ‘반사회주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부랑아들，그리고 죄목이 매우 경 미하여 법 
정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 
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발간, *■중국의 인권상황 j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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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동향
기본물가

선교사가 중국에서 살려면 생활비는 어느 정 
도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중국 물가가 한국 

보다 무척 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 
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선교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이다.

A  선교사의 매달 평균 수입(후원금)은 

1,300 달러 (US$), 한화로 약 104만 원 정도이 
다. ■가족은 부인과 유아원에 다니는 두 자녀 
가 있다. 다음은 최근 중국의 물가 동향과 A  

선교사의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지역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선 
교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선교사를 파송 
하는 교회, 단체에게 참고 자료가 되리라 생 

각한다.

품 목 단 위 가격 (한화) 

(94년 대련)
가격 (한화) 

(95년 북경)
가격 (한호 B 

(96 년 북경)

쌀 500g 200 -250원 200 ~300원 380~420원
계 란 /； 250원 280 ~350원

쇠고기 /； 1,200원 1,000원
돼 지 고 기 // 800원 1,200원

마 늘 /； 250원 270원 300원
생 강 /； 700원 1,000원 1,500원
배 추 1 통 300 ~400원 400〜500원

참기 름 500g 600 ~800원 1,200원
밀 가루 250 ~300원 600 ~700원
사과，배 500g 200 -250원 250〜300원
수 박 1 통 500-800원 700~1,000원
우 유 1 리터 1,200원
생 수 1 리터 2,700원

한국신문 배달 월 21,000원
버스 비 20~50원 10~50원 100원

지 하 철 비 50 원 200원
택 시 비 기본 600원 1,000~1,500원
열 차 비 95년말에 평균 100%의 대폭 인상이 있었다.

공산품 가격 수준 
고 W 류

중국산 과자는 한국과 가격이 비슷하나，그 
맛과 질이 떨어지고. 외제(한국제 포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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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입은 인민폐 약 2천 위엔(한화 20만 
원)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예전과 달리 지식 
인의 수입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것이다. 교수, 

외자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등의 수입은 2천 
위엔에서 3천 위엔에 달하고，택시 운전사의 
수입은 5천 위엔에서 7천 위엔에 달한다.

중국인의 소비 수준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 
고 있다. 외국인도 비싸서 사기 꺼 려하는 호 
화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한달에 한국 
돈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면 먹고 산다는 
생각은, 중국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에서 물건 
을 사는 중국인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을 보면 
금새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한번 구매에 2，3만 
원 정도는 보통이고, 몇십 만 원씩 하는 옷들 
도 쉽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만약 중국인들이 한 달에 우리 돈 10만원이 
나 20만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선 
교사들이 후원받는 월 1,300 달러라는 거금은 
도대체 어떻게 지출되는 것일까 의문이 생길 
것이 다. 선교사 자신도 무슨 과소비 라도 하는

국 가격의 2배 이상이다.
^  기저귀, 분유 
한국보다 2〜2.5배 비싸다.

주방용품
종류나 모양이 다양하지 못하고 질이 떨어지 
며, 가격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비싸다. 특히 
한국에서 흔한 플라스틱 제품이 중국에서는 
매우 비싼 편이다.

옷
백화점의 옷들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 어린이 
옷도 스타일과 재봉질이 매우 떨어지나 가격 
은 비싸다.
^  약, 병원비
시중에서 사는 약은 한국과 가격이 비슷하다. 
병원비는 중국인 요금은 한국보다 싸지만, 외 
국인은 중국인의 3~5배를 받기 때문에 훨씬 
비싸다.
分 외식비
피자, 햄버거 등은 한국 가격의 80% 정도. 학 
교 주변 한국, 중국 음식점의 가격은 저렴하 
지만, 시내는 한국 가격과 비슷하다.

위와 같이 반찬거리, 과일 등의 가격은 저 
렴하지 만 대부분의 물건은 오히 려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한국의 중등 정도 생 
활을 유지하려면 한국 주재원들처럼 한달 
150만 원을 지출해도 부족하지만, 종합적으 
로 선교사들의 생활수준은 중국인과 한국인 
의 중간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며 살고 있다.

생활비 비교
중국인과의 생활비 비교
현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중국인의 생활 
수준을 우리 나라의 약 10년 전쯤 흑은 아주 
가난한 농촌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도시, 특히 베이징여ts ),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의 경우 하루가 다르 
게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가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평균 수입 또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전 중국 신문에 보도된 중국 도시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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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닐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때가 있다. 

그 거금 갖고도 매달 적자가 나고 있으니 말 

이다.

그러나 원리는 간단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려면 주•부식비 외에 
많은 항목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국인 
은 기본적으로 직장(단위)에서 주거，교육비 
는 물론 기본적인 식비와 생활용품까지 다 무 
상 공급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10만원~20 

만원의 월급만으로 능히 생활을 꾸려갈 수 있 
는 것이다.

한 국  주 재 원 과 의  생활비  비교
중국에 파견된 한국 주재원들은 평균 4，5천 
달러의 월급을 받는다. 물론 최소 월 3천 달러 
정도하는 집세는 회사가 부담한다. 그들의 평 
균지출은 생활비로만 최소 150만 원 정도라 
고 한다.

쓰 ^  ■"幽  ̂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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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교사 가정의 매달 생활비 지출 내역(한화)
(1996년 8월 2일~10월 9일, 베이징)

주거비: 30만 원 
학 비: 18만 원 (1 년 2,600 US$)
학원비: 6만 원

두 자녀 유아원비: 월 9만 원 
생활비: 약 60만 원
교육용품(문구류, 장난감, 옷 등): 월 5만 원 
수도, 전기료: 약 2만 원 
난방비: 12만 원 
총계: 매달 평균 130만 원

필요한 에산
I  위와 같은 생활비 외에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 작하면 제자훈련 양육비, 중국 사역자 지원 
비, 문서비, 교통비 등 사역비가 필요하다. 
2 ； A  선교사의 경우，집세(월세)가 이미 매달 
40만 원(한화)을 넘어서고 있다. 매년 평균 20 
〜30% 이상 상승하는 집세를 따라잡기에는 
현재의 생활비로는 너무 벅차다. 본질적인 해 
결방법으로는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다. 베이징 외곽에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있는데 4~5천만 원 정도 필 
요하다. 외곽의 집들도 꾸준히 가격 이 상승하 
는 주세이다.
③ 자녀 교육비가 매우 많이 든다. 베이징시 
가 제정한 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학교에 입학 
하려면 반드시 300만 원(한화)을 기부금으로 
내야 등록이 된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 정도 
의 공과금을 내게 된다.

정리/편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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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 F( / i P D  •  잫 ? ( 長 春 )

우  e 1 나라 여행객들이 중국 여행할 때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랴오닝(遼亨>성 선양(肅易:심양)，
지린( ,v林)성 창춘(長春:장춘)과 옌벤 ( _ :  연변) 등을 들수 
있다. 이 지역은 우리 역사의 한부분을 장식했머 발해나 
고구려의 발자취가 있는 곳이고, 우리와 한 핏줄인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을 뿐 아니 라, 지금은 북한을 통해 서 
올라가지 못하고 우회해야하는 백두산과도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조선족 선교와 북한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장백폭포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이 지역을 자주 방문한다.

적절한 여행 시기
대록성 기후를 띠고 있는 이 지방을 겨울 ᅭ30~ᅳ40°C의 혹한에 여 행하기는 무적 힘들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강수량이 여름보다 겨울이 많아서, 겨울엔 눈이 많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적게 
내리므로후덤지근하지 않아중국 남방에 비해 여름에 여행하기가 좋다. 겨울의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싶으면 겨울 여행도 나름대로 맛이 있으나, 추위를 견디기는 조금 어렵다. 어쨌거나 이 
지역을 여행하기에는 초여름과 초가을(6월~9월)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

W(藩陽:해
동북지방 최대의 중공업도시로, 전국시대 로부터 동북지방의 중심지였다. 한때는 청조의 
도읍지로서 성경(盛*  :지금의 선양 고궁)을 지어 이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일제의 침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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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던 시기에는 봉천(本人)이라 불리웠던 선양은 
중국의 손꼽히는 공업도시, 대도시 중의 하나이다.

가는 길 
비행기
선양의 동탑(東塔)공항으로 대한항공에서 주 4회， 
북방항공 주 4회의 항공편이 개설되어 있다. 
베이징에서는 매일 다수의 항공편이 있다. 
상하이에서 주 12편, 광저우에서 매일 1~2편의 
항공편이 있다.

열 차
베이징이나 따렌(大連)에서 뻗어오는 철로망이 
선양을 중간 지역으로 거쳐 동북 각 지방으로 향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특쾌(特决-가장 빠른 직행 열차)로 
약 10시간, 따렌에서 여유특쾌로5시간 만에 도착한다. 
장춘에서는 특쾌로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단, 선양에는 2개의 역이 있으므로 선양북역(北驛) 
인지 선양남역(南驛)인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버
선양 서 탑교회

1990년 선따(潘人)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따렌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로서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관광에서도 큰 소득이 모아지고 
있다. 따랜，선양 간에는 07:00-15:30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시내 교통
선양 시내를 오가는 버스，트롤리 버스는 전부 약 20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선양 열차역 바로 
앞에 장거리 버스터미널이 있어 시내교통의 요지이다. 선양역이나 북역 앞에 택시가 상주하고 
있는데 호텔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택시를 잡으려면 역이나 호텔 주변으로 가면 된다.

여행계획
선양의 시내관광은 교통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선양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버스터미널이 
바로 역 앞에 있고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이곳을 지나고 있으므로 이곳이 선양 여행의 출발 
지 점이다. 역 앞의 넓은 길인 중산로(中山路)를 동쪽으로 걸어가면 바로 선양의 제일 번화가인 
타이위안 거리로, 좁은 길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중산로를 약 1km 지나면 중산광장이 있다. 
중산광장을 둘러본 다음 택시를 이용해 선양고궁, 북릉공원 등 시내 각 지에 위치한 명소를 돌아볼 
수 있다.

교회는 서탑 시내에 위치한 서탑교회 등이 있다. 한국 교회의 지원으로 지어졌으며 바로 옆에 
동북신학원이 있다. 한족교회로는 동관교회가 있다.
서탑교회 위치: 潘陽市 北府大路 33호, S(024)383-5129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동관교회 우ᅵ치: 潘陽市 和平區 皇寺路 33호, 0(024)383-5129 예배시간: 주일 오전 7시, 9시

我喜歡梅花 / \AB xlhuan m6ihua. (워 시환 메이화.) 저는 매화를 좋아합니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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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선양고궁(演陽故宮)

청(淸)조의 초대 황제인 누르하치와 2대 황제인 태종이 왕조의 기초를 다지면서 건축한 
황성(皇城)으로, 1625년〜1636년에 걸쳐서 완공되었다. 시내 중부의 선양로에 접한 곳에 입구가 
있는데 면적은 약 6만선로 베이징의 고궁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너무나 작다. 제3대 황제가 
베이징으로 천도한 후 동북지방을 순회할 때 황제가 머무는 곳이 되었다.

북릉공원 (北凌公園)

선양시의 북쪽 숲에 위치한, 청조 2대 황제인 태종과 그의 황후가 잠들어 있는 능묘이다. 언덕과 
그 산기슭 전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어 한여름에는 녹음이 아름답다. 봄, 가을에 걸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로 끊이지 않는 공원이다. 이른 아침에는 태극권이나 기공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들로 붐빈다. 묘롱인 소롱을 중심으로 약 450만nf의 북릉공원은，1643년부터 약 8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성벽 위를 걸어서 돌아볼 수도 있는 이 공원에는 북쪽에는 대삼림이, 남쪽으로는 
넓은 호수가 자리잡고 있다.

유조호(柳條湖)

193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관동군이 남만주 철도를 폭파한 현장이 선양시 북쪽 왕화가에 
있다. 바로 이곳이 만주사변의 시발지목 폭파된 현장에는 만주국 시대 관동군이 세운 기념비가 
그후 중국 인민들에 의해 쓰러뜨려진 상태로 놓여 있다. 1991년에 만주사변 6주년을 기념하여 
3층 건물의 9 . 18사변 진열관이 오픈되어 있고, 관내에는 만주사변에 관계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숙 박
동북지방 최대의 도시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고급호텔들은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봉 황 반 점 (脆 飯 店  PHOENIX HOTEL)

북릉공원 근처에 있는 13층짜리 호텔로 
분위기는 현대적이고 시설도 잘 되어 있다. 
객실에서 북릉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우ᅵ치: 황하남대로(黃河南ᄎ路) 109호,
S(Q24) 684-6501, 260실

선양중산대주점(潘陽中山ᄎ酒店 ZHONGSHAN HOTEU

가장 최근에 오픈한 호텔로 선양역에서 가깝다. 27층짜리 현대식 호텔로 선양 제일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객실에는 국제 직통전화 및 오디오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한국 음식점도 있다. 
위치: 호h평구 중산로(和平區 中山路) 65호, S(024) 3SH3888, 257실

72 好看嗎? /  HSok^n ma? (하오칸 마?) 예쁨니까?



说(長春739
지린(吉林)성의 성도로 동북지방의 중심에 위치한다. 구 만주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창춘은 지금은 대학이 모인 교육도시이며 영화제작소 등이 있는 영화, 연극의 메카이기도 하다. 
또한 자동차 제조로도 이름이 높은 중공업 도시이다.

가는 길 
비행기
창춘의 다광선(大房身)공항은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다. 베이징에서 하루 
1~3편 운항된다. 서울에서는 아시아나(월, 금 주 2회)와 중국북방항공(주 1회) 운항되고 있다.

열 차
주요 열차노선의 하나인 경합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직통열차가 있다. 베이징에서 특쾌로 약 13시간，심양에서 직쾌로 4시간, 하얼빈에서 3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여행계획

창춘의 중요한 관광명소인 위황궁(爲皇宮)으로는 역에서 도보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남호공원은62번 트롤리 버스로 가는 것이 편리하다. 그리고 남호공원에서 창춘영화제작소까지는 
다시 도보로 갈 수 있다. 창춘을 남북으로 길게 가르는 큰 길이 스탈린 거리로, 창춘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돌아보면 편리하다. 주요 볼거리는 창춘시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 있으므로 빨리 돌아보려고 한다면 하루면 충분하다.

교회를 방문하려면 삼자교회인 장춘시기독교회를 찾아가면 된다.
장춘시기독교회 위치 : 長春市 西五馬路 37호 S(0431) 29&-7722 

예배시간: 주일 오전 8시, 토요일 9시

관광명소

구 만주국 황제의 궁전인 위황궁(爲皇宮)이었던 건물이다. 청조의 마지막 황제 푸이(博载 
1906〜1967)가 일본의 군부에 의해 만주국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일상생활을 보냄과 동시에 
정무를 보았던 곳이다. 정무를 보던 집무실이 있는 외정과 주거생활을 했던 내정으로 나뉜다
의정에는 관동군 사령관과 부의의 회견장면이나 아편에 찌들어 있는 황후 완융의 납인형이 
전시되어 있는 집희루，녹색의 돔이 솟아 있는 근민루 등이 있다.

내정의 동덕전은 길림성 박물관으로,주목할 만한 것은 고구려，발해 때의 문물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소장문물은 74,000점 정도 된다. 동덕정의 홀은 영화 ‘마지막 황제’의 촬영에 
시용되기도 하였다.

남호공원 (南湖公園)
창춘시 남쪽에 매우 넓은 호수가 펼쳐진 공원이다. 하얀 자작나무가 인상적인 곳으로, 초여름에는 
공원 전체에 라일락이 흐드러지게 피어 훌륭한 경관을 이룬다. 여름에는 보트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피서지가 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이 되어 시민의 좋은 휴식처이다. 창춘시 최대의 
볼거리가 되고 있다.

是啊, 挺好좋 ° / Shi a, tTng haok^n. (스 아，팅 하오칸.) 네，아주 예뽑니다.



창춘 전영(電影:영화)제작소

근대 중국 최초의 영화촬영소이다. ‘만영(滿映)’이라 불렸던 영화제작소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당대의 걸출한 영화배우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현재 제작소의 일부는 영화촌으로 꾸며져있어, 
고궁이나 베이징 골목길 등의 분위기를 연출한 오픈세트를 견학할 수 있다. 단 미리 여행사에 
신청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제작소 내에는 영화 배경세트나 소도구，의상 등이 있으며 열차 
충돌이나 철교 폭파 등 특수 촬영장면을 볼 수 있는 트릭관도 재미 있다. 이곳에서 지금도 많은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숙박
장백산호텔 (長百山賓館)

남호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12층 현대식 건물로 1982년에 오픈했다.
위치: 신민대가{新民ᄎ佳i) 12호 n  (0131) 83551, 260실

시상호텔 (吉祥大酒店)

해방공원 근처에 92년에 오픈된 모던한 고층호텔이다. 쓰환, 광동, 산동, 양식 등 11개의 
레스토랑이 있고 중국식 객실이 인기있다.
위치: 해방가<解放街) 810호 S  (0431) 820607

화교호텔 (華倚飯店)

남호(南湖)가에 91년 5월에 오픈한 흰색의 호텔이다. 중국과 홍콩의 합작으로 세워진 이 호텔 
객실에서는 남호에 지는 멋진 석양을 볼 수 있다.
위치: 호빈가{湖賓桂f) 1호 S  0431) 686032

延邊:？3
엔 벤 조선족자치주는 중국 땅에서 우리 말을 거 리 곳곳에 서 들을 수 있는 곳이 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 다녀온 조선족들이 많아지면서 시내 등은 미용실, 상점, 음식점, 가라오케 등 서울의 
도심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중국 전체 조선족의 50% 이상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가 는  길

엔지 (延吉: 연길)로

엔벤 조선족자치주의 정부 소재지인 엔지에는 공항이 있는데, 이곳으로 오는 여러 편의 항공편이 
있고 베이징, 장춘，선양에서 매일 항공편이 있다. 열차는 베이징 남역에서 밤 12:52에 출발, 다움날 
엔지에 18:10에 도착하는 직쾌(표快)의 255편이다. 선양이나 창춘에서 가는 열차편도 있다.

투먼 (圖門: 도문)으로

선양과 창춘에서 투먼으로 가는 열차와 버스편이 있다. 열차는 장춘에서 특쾌(特决)로 10시간 
소요된다. 엔지(延서에서 _가려면 미니버스，관광버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 
엔지에서 투먼까지는 버스로 약 2시간 정도, 열차로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

| 天氣好不好? / Tianqi hSo bu hao? (티엔치 하오 뿌 하오?) 날씨가 좋습니까 |



백두산(長 白 山: 창바이 산)으로
백두산은 관광 편의시설이 발달되지 않아 우리 나라 관광객 외에는 별로 찾는 이가 없으므로 
중국의 대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보허(디河:백하)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선양에서 
간다면 열차로 우선 안투(安圖:안도)까지 가고，다시 안투에서 백두산까지 버스로 갈 수 있다. 
엔지에서는 아침 일찍 출발하는 버스가 보허까지 가는데 8~9시간 소요된다. 보허에서 하루 묵은 
뒤에 이튿날 백두산행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백두산행 버스는 보허 버스터미널에 있다.

여행계획
엔벤은 조선족 자치주로, 이곳의 특별한 관광지는 두만강, 일제시대 광복 운동의 중요한 
본거지였던 룽징(龍井:용정), 자치주의 주도인 엔지, 그리고 웅장함을 자랑하는 백두산 등이다. 
일반 관광객들이 엔벤 자치주를 방문할 때는 대개 옌지로 먼저 간다.
엔지에서 하루 묵으면서 시내와 투먼，두만강 등을 돌아보고，이튿날 
백두산으로 가서 하루를 묵고 천지 장백폭포로 가서 온천 등을 돌아본다.

엔지에서 조선족 교회를 방문하려면, 최근 교회를 새로 건축한 연길기독교회(유두봉 목사 
시무)를 찾아가면 된다. 투먼에도 도문기독교회가 있다.

연길시기독교회 위치 : 延吉市 參花街 109호 0(0433) 261-9374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관광명소
엔벤 조선족 자치주 박물관
엔지 시내에 위치한다. 약2，600여 점의 출토문물을 수장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7~10세기경 한때 
만주일대를 점하여 전성기를 누렸던 발해 시대의 벽화와 묘지 등이 전시되고 있다.

두만강{豆滿江)
길이 52]1폐 유역면적이 1만 513knf로 한반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다. 한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중국의 동북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이의 국경을 
흐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진족과 관련이 깊은 곳으로 
“두만(저:滿)” 이라는 명칭은 여진어에서 연유된다. 
두만강을 통해 건너다 볼 수 있는 함경북도 남양시의 
가라앉은 분위 기는 묘한 감회에 젖게 만든다.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두만강 부분에 다리와 철교가 하나씩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곳의 철교로는 북한과 중국 
사이를 연기를 뿜으며 오가는 기관차가 다니고 있으며 
다리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양 다리 
끝에 세관이 있는데 각각 다리를 지키는 군인들이 
서있다. 중국쪽에서는 관광객들이 다리끝에 있는 작은 
탑에 올라갈 수 있는데 입장료를 받는다. 올라가면 
두만강을 조금 넓게 조망할 수 있다.

엔지에서 버스를 타고 약 40~50분 정도 가면，엔지 못지 않게 우리 역사와 관련이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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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징이 있다. 민족시인 윤동주가 이곳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I•.地)’의 
배경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일제시대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투쟁의 장소 중의 하나이다.

백두산(長白 山: 창바이 산)
백두산을 돌아보기 위한 가장 짧은 기간은 대개 5일이다. 우선 한국에서 비행기로 
베이징에 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 관광한 뒤 다시 옌지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 탄다.
옌지에서 투먼(도문)을 들러 오랜 역사의 한이 서린 두만강을 돌아보고 난 뒤, 백두산으로 
향하는 코스가 가장 일반적이다. 베이징에서 엔지까지 비행기 외에도 교통편이 있지만, 
이동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행을 할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백두산 천지의 관망대인 천순봉으로 오르는 코스는 4가지이다. 가장 대중적인 것은 지프를 
타고 천순봉 기상대에 하차, 천순봉으로 100m를 걸어 오르는 것, 나머지는 트래킹 코스인데 
천순봉을 오르는 것, 지프가 달리는 포장도로를 걸어 올라가는 것(2시간 소요)이 있다. 그 외에 
산문에서 원시림을 거쳐 사스례 폭호 천문봉, 철벽봉，천활봉 등 나란히 붙어 있는 백두산의 
고봉 3개를 돌아보는 코스(8시간 소요) 등이 있다.

백두산 천지(天池)는 남북의 길이가 4.91삐 호수의 둘레가 13.45km로 상당히 큰 호수이다. 
평균 수심은 2(Mm이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312.7m나 된다. 천지 부근의 날씨는 매우 변화가 
심하여 예측하기가 어렵다. 산밑에는 날씨가 좋다고 해서 천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숙 박
엔벤의 관광은 옌지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숙박은 이 두 곳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쉬운 곳에 잡는다. 대도시에 비해 엔벤의 수도 

사정은 그리 좋지않아 녹물이 나올 때가 많고, 나오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다. 
부대시설이 그리 쾌적하지 못하다.

엔지시와 그 주변
동북아 대주점(東北亞ᄎ酒店) S  (0433) 520976, 5082
1992년 8월에 우리 나라 신라호텔과 합작으로 문을 연 호텔. 15층 건물로
엔지 시내에서 드문 현대식 호텔이다. 미장원, 이발요 우의상점 등이 갖추어져 있다.

백산호텔(白 山ᄎ®
2번 버스가 닿는 곳에 있다. 엔지교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옌지 시내에서 몇 개 되지 않은 
높은 건물 중의 하나이다. 환전이 가능하나 시설은 그리 쾌적하지 못하다. 가격은 저렴한 편.

청년호텔 (靑年* ®
4번 버스를 타고 청년호(# 후湖)에서 하차한다. 종업원들이 친절한 편이고,
일반적인 싱글룸에 욕실이 딸려있다.

백두산 국변
백두산 부근에는 시설 좋고 깨끗한 호텔이 별로 없다.

冷不冷 /  L6ngbul6ng? (렁 뿌 렁?) 춥습니까?



백하호텔(白河賓館)

백하역 앞에 새로 지은 호텔. 외국인용 객실은 호화롭게 꾸며져 있다- 

천지빈관{天池賓館)

백두산 입구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인 1실, 3인 1실로 그런대로 묵을 만하다.

참 고

항공운항표(97년 1월 현재)

구 간 운항일자 항 공 출발 1 도착 요 금

서울ᅳ장춘 월，금 KE 11:10 1 12:30

서울ᅳ장춘 목• CJ 14:45 1 15:50

장춘ᅳ서울 월，금 CJ
13:40/ 16:40(월) 

15:00/ 18:05(금)

장춘-서울 CJ 10:15 1 13:25
왕복 W412，400 

편도 짜206,200

서울 심양 월，수，금，일 KE 09:50 / 1045

서울ᅳ심양 월，화，목，토 CJ 12:55 1 13:30

심양ᅳ서울 화，수，금，일 KE 12:05 1 14:50

심양-서울 월，화,목，토 CJ 09:00 / 14:50
왕복 辨375,800 

편도 辦 187,900

선박편(훼리) 운항표위동 FERRY(인천ᅳ우ᅵ해/청도) 

1st 130, RYL 160, 2ND 110

구 간 운항일자 출발/도착 요 금

인천ᅳ위해 화，목，토 18:00 1 08:00 위해 110$부터

위해ᅳ인천 일，수，금 17:00 1 08:00

인천--> 청도 수，토 14:00 / 08:00 청도 130$부터

청도ᅳ인천 월，목 17:00 1 13:00

대인 FERRY(인천ᅳ대련)

구 간 운항일자 출발 / 도착 요 금
인천—대련 수，토 18:30/12:00 U$120^ 터

대련■ᅳ인천 일，수，금 12:00/08:00

진천 FERRY(인천—천진) 3B 120, 3A 130, 2B 150, 

RYL 320, SPL 180, 2A 125, 2B 120 2A 160, 1ST 180, 

VIP 23CX요금: 니S$)

객 실 VIP 1 등석 2A 2B 3A 3B

요 금 230 180 160 150 140 120

인천출발 1300 천진도착 익일 13:00

1 월 10,15,20,24,29

2 월 3,10,14,19,24,28

천진출발 11:00 인천도착 익일 13:00

1 월 13,17,22,27,31

2 월 5,12,17,21,26,

자료제공: (주)천지항공여행사 TEL 02) 727-6100 FAX. 727-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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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권 반환일까지 남은 일정

중국측 임시 입법회 1차회의
주훙콩 영국 총영사관 발족
홍콩 특구 최고법원 설치
홍콩 정청 과도예산 발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선발대 도착
영국 총영사관 영국 비자발급 업무 개시
영국군 주력부대 철수
베트남 마지막 난민 송환
현 입법국 최종 회의(25일)
영국여왕 생일 축일 공휴(28일)
반환식 행사(30 일)

士 社
中國政府 

對香港恢復行使主權
倒計時

距1997年7月 1 日

1 9 9 7  7 .  1 器  폐  는 헤 (2 )

今天很暖和 / Jintian h§n nu^nhuo. (진티엔 헌 누안후어.) 오늘은 따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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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초대 행정장관 둥젠화(董建華)

禽 는 지난해 12월 11일 홍콩 
E ^ l l x f  특구 초대 행정장관 당선 
°  ^  직후 “중국과 한지붕 밑에 

서 함께 미래를 창조하자(求同存異,共創明 
天)” 고 호소했다.

그의 호소 뒤에는 각종 찬사가 따라붙었다. 
중국 외교부는 “둥이 홍콩을 번영으로 이끌 
것” 이라고 말했고, 미국과 영국도 개인적인 

축하메시지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대다수 홍콩인들도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그 
의 당선을 환영했다.

둥젠화의 경력
‘비즈니스의 바다(商海)에서 정치의 바다(政 
海)로 항로 수정’

홍콩 언론들은 초대 행정장관에 선출된 선 
박왕 둥젠화의 변신을 이렇게 표현한다. 부자 
(父子) 2대에 걸쳐 오대양을 누비면서 세계적 
인 해운재벌로 성공한둥의 정치적인 ‘거듭나 
기’를 이른 말이다. 둥은 사업상의 성공을 바 
탕으로 역사적인 홍콩 초대 행정장관에 선출 
됨으로써 부(富)와 권력을 함께 쥔 인물이 
되었다.

둥젠화의 성공 배경에는 부친 둥하오윈(黃 
浩雲)이 자리잡고 있다. 상하이(上海)의 군소 
해운업자에서 출발해 30년대 중국의 해운왕 
으로 올라선 둥하오윈은 화려한 상재(商才) 
와 근면성，그리고 민족주의 적인 입장을 견지 
한 기업 인으로 유명 하다. 그의 전성 기 였던 60 
~70년대에는 세계적인 호화여객선 10여 척

과 컨테이너 30여 척 둥 모두 80여 척의 선단 
을 거느려 세계적인 선박왕 오나시스를 앞서 
기도 했다.

둥젠화는 그의 2남 3녀 중 장남이다. 1949 
년 중국 공산화 당시 부친을 따라 상하이 에 서 
홍총에 이주했다. 그 후 영국 리버풀대에 유 
학，자연과학계 석사를 취득한 후 미국의,큰 
전자회사에서 근무했다. 이후 부친이 경영하 
는 진산(金山)윤선공사 뉴욕 지사에서 근무 
하다 1960년대 말 홍콩에 돌아와서 부친의 사 
업을 돕는다. 줄곧 사업가로 있던 둥은 1992 
년 중국 측의 위임을 받아 홍콩 사무 고문이 
되었고, 그해 10월 홍콩 총독의 위 임을 받아 
행정국 의원이 되었다. ’ 93년 3월 그는 또 중 
국 전국 정치협상회의(政協)위원회 위원이 
되어 국가 주석 장쩌민의 접견을 받았고 중, 
영 쌍방의 신임을 받았다.

그는 베이징어와 광둥어, 상하이어, 그리고 
영어에 모두 능통하고 계산기가 필요없을 정 
도로 뛰어난 속셈 능력을 지녔다.

과도기 관리자
둥젠화는 주권 반환의 와중에 홍콩의 안정을 
지 키 고 세 계 8위 의 무역 량과 8위 규모의 증시 
를 보전해야 하는 과도기 관리자로서，중국과 
구미(歐美)의 지지를 동시에 받을 만한 경륜 
을 갖고 있다. 각종 직 함도 그가 단순한 홍콩 
해운재벌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홍콩 인수절 
차를 담당하는 중국 측 주비(» 備)위원회 부 
주임，미-홍콩 경협위원장, 일-홍콩 경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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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 국제전략연구소 자문위원 등의 타이틀 
은 임기 5년의 행정장관에 뽑힌 배경의 일단 
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금년 초 ̂홍콩특구 정 
부의 각시<司: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 
하고 행정의회 의원들도 위촉해 정권 인수팀 
을 조기에 가동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크리스 패튼 영국 총통은 유명무실한 통치자 
로 전락하고, 금년 상반기에 이미 둥젠화가 
사실상의 통치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 
다.

‘중{中) 연출 인형극’ 여론
그러나 둥젠화가 지난84년의 영- 중(英中)합 
의대로 홍콩의 미래를 짜맞출 가능성은 희박 
하다. 가장 큰 문제는 둥젠화가 중국에 "노 
(No)!” 라고 말할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당선 
과정에서 드러난중국의 입김을 감안하면, 그 
는 오히려 중국의 총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역대 총독들이 런던 
의 지시를 받아온 것처럼 둥젠화도 베이징 정 
부에 충성할 뿐, 홍콩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못할 것” 이라며，이것은 “4백인 추선(推選)위 
원회라는 중국의 어용단체를 통해 탄생한 초 
대행정장관의 원초적 결함” 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양손이 묶인 둥젠화는 중국이 연출하는 
인형극의 주인공일 뿐이란 얘기이다.

둥의 집안 내력과 친중(親中) 성향에 비춰 
보면 이것도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다. 
둥은 가업인 운수회사 ‘동방해외(東方海外)’ 
가 파산 위기를 맞았던 지난 86년, 홍콩 내 
친중 재벌인 휘잉둥(崔英東)의 1억 2천만 달 
러 상당의 구제 금융으로 살아났다. 이후 그 
는 89년 천안문사건 직후 상하이시를 방문, 
당시 시 당서기 였던 장쩌민 현 총서기와 만나 
식품 및 조선 부문의 투자계약으로 중국에 빚 
을 갚았다.

지금도 홍콩 재벌 리자청(李嘉誠)이 베이 
징 시내에 건설 중인 ‘동방광장(東方廣場)’에 
15억 달러를 투자 중이다. 둥의 주변 인사들

은，"그의 무의식에는 중국에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고 말한 
다.

공산당 허용 큰 위협
실제로 그의 말에서도 중국에 대한 보은(報 
恩)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중국과의 대결 배 
제’, ‘홍콩 내 공산당 합법화’, ‘천안문 사건 추 
도 행사 규제’ 등으로 이어지는 그의 발언은 
2047년까지로 보장된 홍콩의 자치를 희석시 
키는 게 사실이다. 가장 심각한 위협은 홍콩 
내 공산당 허용이다. “둥젠화는 중국과의 밀 
월을 선물할 순 있어도 대륙풍을 막는 병풍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중국이란 태상황(太上 
皇) 밑에 있는 제후(諸侯)의 하나일 뿐입니 
다.” 한 민주계 인사는 현상황에서 홍콩의 적 
화(赤化)는 시간문제라고 탄식했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97. 1. 3.
亞洲週刊 96. 12. 16

압도적인 득표로 홍콩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당선된 둥젠호!구ᅡ 기자회견에 

답하고 있다.

我者今天最冷 I m  k^n jintian zui I6ng. (워 칸 진티엔 쑤이 렁.)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제일 춥군요.



아시아 맹주(뾰±) 깃발 올리는 중국

요  홍콩은 외형적으로 볼 때 변함
™  지 1 없이 활기차다. 경제 통계도 긍 
^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 

부동산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96년 한 해 동안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25% 대형 아파트나 
호화주택은 30%나 뛰었다. 96년 12월의 주가 
도 전년 말에 비해 23%나 올랐다. 이는 홍콩 
인들이 홍콩의 미래를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 
에서는 낙관한다는 증거이다.

홍콩의 주권 반환은 21세기에 아시아 전체 
의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 
선 정치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영국 등 유 

럽 세력의 퇴장과중국의 영향력 강화를의미 
한다. 중국은 홍콩의 접수를 계기로 홍콩, 마 
카오, 대만을 포함한 거대중화(巨ᄎ中華) 건 
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와 필리핀，베 

트남 등 동남아 등에 대해 맹주 역할을 노릴 
것이다.

중국은 또 홍콩을 아시아 지역 전체의 대표 
무역항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홍콩은 현재까 

지 중국과서방 세계의 경제적 연결고리로 성 
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적 제약을 탈피, 

인근 광동 및 마카오 지역까지 포함한 광역 
무역항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경쟁 도시인 싱 
가포르 등을 따돌리고 아시아 최대의 금융 무 
역 도시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이야기 

가 달라진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공직 기강이 매서 
운 도시임을 자랑하던 홍콩이 이미 분위기가

많이 흐려졌다는 지적들이 많다. 홍콩 정청의 
공무원 반부패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1~9월 동안 적발된 민원부서 공무원의 부 
패건수는 전년 동기 간에 비해 약 10%나 늘어 
났다.

급격히 늘어나는본토(대륙)인 밀입국자도 
또다른 사회문제이다. 매년 3만 명 안팎의 밀 
입국자들이 검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 
다 10배에 이르는 사람들이 밀입국에 성공했 
을 것이라는 게 관계 당국의 추산이다.

어 쨌든 홍콩의 새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구 
체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새 홍콩의 모습이 단지 홍콩인들만의 관 
심사가 아니라 전세계의 주시 대상이라는 점 
이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97. 1. 1.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마카오도 99년 중국에 반환

포르투갈의 식민지인 마카오도 지난 87년 중국과 포르투갈이 맺은 반환협정에 따라 
오는 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된다.

홍콩에서 약 60Km 떨어진 작은 섬 2개와 육지로 구성된 마카오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 식민지이다. 홍콩이 무력으로 강점되었던 것과 달리 마카오는 1557년 
명나라가 포르투갈에 이 섬을무역거점으로 이용해 달라고요청, 포르투갈이 인수했다. 
이때부터 마카오는 유럽의 아시아 무역기지와 카톨릭 아시아선교본부 역할을 해왔다. 
포르투갈은 그뒤 丽 년  청국과의 조약을 통해 마카오를 정식으로 할양받았다.

마카오의 현재 인구는 약 45만 명. 95%가 중국계이고 나머지는 포르투갈 등 주로 
유럽 출신 외국인들이다. 양국간 반환 협정에 따라 마카오 역시 주권을 반환한 후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마카오는 지난해 9월 22일 마지 막 의회 선거를 
치웠다. 중국 정부는 홍콩과 달리 마카오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를 
반환 후인 2001년까지 보장해주기로 약속해, 마카오는 반환에 따른 정치적 갈등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比昨天暖和一點兒 /  Bf zu6tian nuanhuo yidiar. (비 주오티엔 누안 卒어 이디얼.) 어제보다 조금 따뜻합니다. 81



I l l l l l l l l l ^ l l l l l l l l l

곧 년 의  ‘ 혈 액 시 장 ’

편집부

한국인들이 헌혈에 대한 의식이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의 헌 

혈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따 

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혈액 

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업적으로 피를 매매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소위 ‘혈액시장’도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은 중국의 한 대중잡 

지에 실린, 혈액시장의 비리와 이에 현혹된 

사람들의 피해 사례를 고발한 것이다.

편집자주

의 헌혈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공민 
의무헌혈, 개인헌혈, 무상헌혈이 그것 
이다. 이 가운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 

는 것은 공민의 무상헌혈 제도이다. 예를 들어 베 
이징(北京)시 공민 의무헌혈 조례에는 일정 기준 
의 기업이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재직 인원의 
3%가 헌혈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베이징 시에서 매년 필요한 혈액은 72만 리터인 
데，이 의무헌혈로는 수요량의 60%밖에 공급하 
지 못한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헌혈에 대한 전통적 
인 거부감이 강해 사업장 단위마다 의무 헌혈자 
를 고르기 위해 고심을 하는데, 작게는 100위엔 
(元)에서 많게는 1,000위엔이라는 헌혈 보조비 및

82

장기휴가를 지급하는 단위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공민의 무상헌혈이 사실상 유상헌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공장에서는 모두들3%의 의무 헌혈 
자에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추첨식으 
로 이 달의 의무 헌혈자를 뽑는다. 만약 재수 없이 
직원이 당첨되면, 아들이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혼이라며 헌혈 후 며느리가 손자를 못 낳으 
면 책임질 거냐고 항의하러 오는 어머니로부터, 
헌혈을 하고 나면 갑자기 늙어버릴까봐 공장을 
뛰쳐나가는 직공까지 있다.

매혈단의 등장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들이 소 
위 ‘시에터우얼( if illl兒)’ 이라 불리는 가짜 헌혈 
단이다. 거액의 헌혈 장려금을 지급하는데도 불 
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단위에서 찾을 수 밖에 없 
는 것이 가짜 헌혈단이고, 이들은 장려금을 목적 
으로 조직된 이른바 ‘ 매혈단(賣血團)’ 인 셈이다. 
남방 지역의 한 병원에서는 아예 농촌에서 온 매 
혈단을 전문적으로 고용하여 자기 단위에 할당된 
양의 피를 수시로 공급받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 96년 현재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피를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250만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피를 파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난한 농촌 사람들로서, 위 생조건이 나 
영양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연거푸 피를 뽑는

你爱什麽花? / NT 혀 sh6nme hua? (니 아이 션머 화?) 당신은 무슨 꽃율 좋아합니까?



다. 이들 중 적잖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신체가 
허약해지고 질병에 걸려도，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피를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판 흡혈귀들
개혁 개방에 따라 중국의 위생수혈 사업도 비교 
적 발전하여 각지에 혈액은행이나 혈액센터가 건 
립되었다. 그러자 혈액 매매에서 폭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몇 년 사이에 
농촌과 중소도시에 수십만 개나 되는 채혈소를 
세우고 혈액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런 채혈소는 
대부분 영업허가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위생 
상태도 매우 좋지않다.

모 시 인민병원 길 건너편에 있는 채혈소 문 
앞에는 언제나 피를 팔러 온 사람들이 가득 모여 ■■ 
있는데，그들은 모두 외지에서 온 농민들이다. 그

런데 이들은 자원해서 피를 팔러 온 이들이 아니 
다.
베이징WbS)，텐진(天津), 바오딩(保定)의 기차 
역과 장거리 버스터미널 앞에는 특별한 ‘인간시 
장’ 이 선다. 일꾼을 구하는 측에서 내건 모집 조 
건은 매우 후하다. 즉 숙식제공에 매달300위엔의 
노임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일거리를 찾는 농민 
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순진한 농 
민들은 부푼 꿈을 안고 이들을 따라간다. ‘피 매 
매꾼’ 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

19M년 12월 25일，텐진시 공안국에서는 리강 
이라는 사기꾼을 체포했다. 그에 따르면 자기들 
은 그저 한 두 사람 속여서 데려가는데, 1명 당 
30위엔씩 수고비를 받는다고 한다. 조직적인 범

현혈의식이 약한 중국에서 무상헌혈이 유상헌혈로 바뀌는 예는 비일비재하다. 무상헌혈하고 있는 중국 시민들.

我喜歡梅花 / W6 xThuan meihua. (워 시환 메이호ᅡ.) 저는 매화를 좋아합니다. 8 3



죄집단에 소속된 이들 역시 처음에 속아서 끌려 
가 억지로 피를 팔다가, 지금은 아예 자신처럼 일 

거리를 찾아 헤매는 순진한 이들을 꾀어다 함정 
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배후 
에는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강제 혈액 매매와 집 
단구타 둥을 일삼는 범죄조직이 있다. 이들이 바 
로 직접 채혈소와 결탁하여 폭리를 얻는 ‘현대판 

흡혈귀’ 들이다.

텐진시 교외에 사는 농민 장롱은 93년 11월 15 

일에 꾀임을 당한후한  달도 안되는사이에 강제 
로 17번이나 피를 뽑아 팔았는데，가장 많을 때는 
한 번에 800me나 뽑았다고 한다. 처음에 그는 죽 
어도 피를 뽑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다가 죽도 
록 매를 맞고 할 수 없이 피를 뽑았다. 원래 매우 

건장하던 장룡은 한달 새에 17번이나 피를 뽑은 
후, 신체가 말로 할 수 없이 망가져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 지경이 되어도 그들 
은 그를 놓아주지 않은 채 계속 피를 뽑게 했다. 

네이멍구(內蒙) 광산여관 주인 왕모는 1985년부 
터 이 지방의 몇몇 병원과 결탁한 후 여관을 경영 
하면서 몰래 혈액 매매를 하기 시작했다. 외지에 
서 온 사람들을 속여 여관에 데려온 후 폭행하고 
강제로 피를 뽑아 판 것이다.

강제로 피를 뽑히는 사람들
허젠(河間)이라는 한 시골 마을. 서쪽에 남북으로 
뻗은 큰 길이 있는데, 길 양쪽에 위생국, 인민병원, 

채혈소 등이 위치해 있다. 매일 오전이면 채혈소 
문앞에 빼빼 마르고 얼굴색이 검푸른 지저분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마치 도 
살장에 끌려가는 양처 럼 우두커니 서 있다가 자 
기 이름을 부르면 채혈소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 
들어가면 형식적인 검사를 거친 후 주사 자국이 
가득한 팔에서 붉은 피를 한 주사기씩 뽑아낸다. 

그러면 범죄조직 우두머리의 호주머니에 인민폐 
뭉치가들어가고ᅵ그들은도로 ‘집중영’ 이라불리 
는 감옥으로 끌려간다. ‘집중영’ 에는 보통 10여 
명씩 한 칸에 가두어 두는데 창문에는 철난간，문 

은 무거운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 이곳에 갇혀 있 
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속임을 당해 끌 
려온 농민들이다. 나이는 15세에서 40세까지 천
84 好看嗎? /  Haokan ma? (하오칸 마?) 예晋니까?

차만별이며, 병에 걸려 더 이상 피를 뽑을 수 없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풀려난다.

1994년 12월 31 일 공안원들이 이곳을 소탕하러 
들어갔을 때, 그칠 새 없는 기침소리와 악취로 숨 
쉬기마저 어려웠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피를 뽑았기 때 
문에 영양실조에 걸렸고，또 비위생적인 환경에 

서 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 
도 피를 뽑는 데서 제외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들은 하루종일 방안에 갇혀 있다가 피를 뽑으러 
나갈 때에만 밖에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보통 한 사람이 3~5일에 한 번씩 피를 
뽑히는데，처음에는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없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허난(河南)성 
의 농촌에서 온 15살짜리 한 소년은 이곳에 와서 
한달 반 사이에 9번이나 피를 뽑았다. 뼈만 앙상 

하게 남은 이 소년의 두 팔엔 바늘 자국이 가득했 
으며，심한 빈혈로 인해 말도 겨우 할 정도였다.

오염된 혈액의 공포
비인간적인 잔인함, 그야말로 사람의 ‘피를 말리 
는’ 범죄 집단의 극악무도함도 놀랄 일이지만, 더 
욱 끔찍한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혈액매매의 결 
과로 나타난 오염된 혈액의 확산이다.

1990년 모 성의 13개 현，시 채혈소에서 전문적 
으로 피를 파는 1,혀0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 
하였는데, 그 결과 간염환자가 563명으로 42.01% 

나 되었다. 공안원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했던 방 
안에서 많은 간염 주사액 빈병을 발견했다.

이들 가운데는 정신병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 
들에게서 뽑혀진 피는 직접 환자에게 수혈이 되 
기도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병균에 감염된 이 
들의 피로 혈액제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혈액제제는 많은 사람들의 혈액을 같이 섞 
어 만들기 때문에, 한 사람의 피에 문제가 있어도 
모든 제품이 병균에 감염된다. 중국산 혈액은 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나라 
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피를 수입하여 혈액 
제제를 만들고 있다.

정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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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남편에게 퇴근 후에 잊지 말고 자녀를 데리고 오라고 

손바닥에 적어주고 있다.

중국은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한다. 특히 공산화가 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을 
중요시하였고, 가정에서도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게다가 기혼 여성들의 고민이던 육아 문제도 정부의 통제 하에 탁아소나 유아원에서 해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남녀평등 사상이 발전하여 점차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이 
높아져가고 있다.
최근들어，집안에서 직장여성들의 발언권이 높아져, 남편이 가정의 대소사를 맡는 것도 이제는 
예삿일이다. 부인이 시키는대로 해야만 하는 중국 가정의 남편들은, 아버지로서의 몫을 
감당하는 입장에서 °i•무런 이의가 있을 수 화다.

是啊’ 挺好者 / Shi a, tTng haok^n. (스 아，팅 하오칸.) 네，아주 예뽑니다.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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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국 ᄋᄋ시에서 중 
국어를 배우며 사역하고 있 
는 박애린 선교사가 현지에 
서 만난 선교사 사모들의 고 
충에 관해 쓴 내용이다. 남편 
선교사를 따라 중국에 파송 
된 이들은 비록 이름은 선교 
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 
로는 남편의 뒷바라지와 여 
러 가지 일에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스트 
레스는 직접적인 사역을 하 
고 있는 남편 선교사에게 영 
향을 미쳐, 선교사가정의어 
려움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 글을 통해 중국 선교사 사 
모들을 위한 독자들의 기도 
를 부탁한다.

의 아내 역시 선교 

서 교 八 T 사의 소명과 비전 

u  을 품고, 남편과

함께 훈련을 거쳐 ᅵ현지에 파송된 

다. 두 사람 다 선교사라는 자부심 

을 갖고 적응하기 시작하지만，현 

지의 선교사역이 쉴새없이 바쁘 

게 진행되는 동안 선교사 아내는 

실질적인 사역과는 점점 멀어지 

고, 매일 들이닥치는 손님 접대와 

살림에만 매달려야 하니, 이런 분 

주함 속에서 곧 현지 생활에 회의 

를 느낄 수밖에 없다. 자기도 소명 

을 받고 이 위험한 나라까지 온 것 

인데, 손님 접대와 집안 살림에만 

묶여 있는 것이 더이상 견딜 수 없 

게 되고, 자신도 사역의 주체가 되 

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다. 자기 사역을 갖지 못함으로 인 

해 시간이 흐르면서 우울증 내지 

노이로제 증상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난여관 주인도 아닌데, 손님 

밥이나 먹여주고, 잠자리 뒤치닥 

거리하러 이 먼 곳까지 왔는가?’

î o il 는 ᅵp 사 아니1들

남편이 선교사역에 앞서 언어연 

수 과정을 밟을 때 부인도 함께 언 

어를 배운다. 오전에 몇 시간 수업 

하고 집에 오면, 선교사 주변의 손 

님들과 사역자들의 손님 접대를 

하느라 중국어 연습은 물론 숙제 

할 짬도 못낸다. 그러다보니 언어 

는 도무지 늘지 않는다.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 

왔다. 현지 상황이 늘 불안하여 마 

음도 편치 않은데다, 언어마저 자 

유롭지 않으니 사모 혼자서 시내 

를 마음놓고 돌아다니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다보니 사모는 

몇 달이든 집 안에만 갇혀 지내는

86 | 天氣好不好? /  Tianqi hao bu hao? (티엔치 하오 뿌 하오?) 날씨가 좋습니까



신세가 되어버렸다.

동북이든 남방이든 사역을 위 

해 떠난 남편은 일주일, 심지어는 

한달도 넘게 집을 비우는 때가 많 

다. 사모는 그동안 살림하고 아이 

들 키우느라 지치고，아이들이 유 

치원이나 학교에 가고나면 문밖 

출입도 못한 채 혼자서 집만 지키 

고 앉아 있으니 너무나 외롭고 힘 

들었다.

선교사의 부인이라는 위치에 

서 dl•무나 붙잡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까운 친구를 사귀 기도 여 

간 힘든 게 아니다. 그렇다고 국제 

전화로 국내에 있는 친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없으 

니, 자연히 집안에서 고립되어 받 

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한도에 

달하게 된다. 그저 남편이 집에 오 

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다. 그런데 남편은 보통 사역을 마 

치고 돌아올 때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나 현지 사역 

자등을 데리고온다. 이렇게 되면 

사모에 겐 또다시 빨래，식사 등 일 

거리가 밀어닥친다.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할 행복한 시간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사역에 몰두하다 

지친 남편과는 대화도 잘 풀리지 

않는다.

같은 목적으로 온 다른 선교사 

부인들과 교제하면서 스트레스 

를 풀면 좋으련만, 신분을 노출할 

수 없는 중국 상황에서 선교사들 

끼리 모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나눌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S울，그독 그리그 중돌

“어떡하면 좋아요?”

생활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선교 

사 사모들을 많이 만나보게 된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 상황을 어떻 

게 수습할 길이 없는 것이다. 시간 

이 흐르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 

되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사모 

가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나 

타내거나，심지어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부딪히는 경우도 심심찮 

게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이 외에도 

스트레스 받을 문제가 한두 가지 

가 아니다. 외국인 거주지가 따로 

구별되어 있으나, 한국 선교사들 

은 여러 가지 형편상 중국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살곤 한다. 이런 

‘불법체류’ 생활은 늘 불안정하다. 

그러다가 공안에 걸리면 수시로 

내쫓기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신세가 된다. 남편은 어 쨌든 사역 

을 위해 분주하고, 또다시 생활이 

바뀌고 문화가 다른 곳에 홀로 남 

겨진 사모는 극심한 우울과 고독 

에 시달려야 한다.

이렇듯 선교사의 아내가 현 

지 생활에 적응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 언어라도 익 

히기 위해 언어 연수 과정에 등록 

을 해도 제대로 공부가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생길 즈음 남편이 아무 

리 아내를 도와주려고 해도 문제 

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교사 

부부 간에 심각한 충돌마저 생기 

는 것이다.

서그사 아내의 의기는 A f O J f i l  

의기

내가 옆에서 지켜본 한 선교사 가 

정은 미국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온 경우인데，상당한 어려움을 겪 

다가 결국 중국 사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미국이라는 선진국가의 문화 

권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중국에 

오니, 특히 사모에 겐 모든 것이 적 

응하기 쉽지 않았다. 그것은 오자 

마자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나타 

났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가 빈혈로 쓰러져 큰 부상을 당했 

다. 먹는 음식도 틀리고 기후도 맞 

지 않아 신체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이었다. 중국에 처음 도착하면 

자욱한 안개에 공기도 탁할 뿐 아 

니라 건조하여，평상시 건강하던 

사람들도 한달 동안은 비염과 편 

도선염으로 고생을 한다. 또한 내 

몽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 바 

람이 굉장이 심하여, 한번 외출했 

다 돌아오면 입 안에 모래가 한움 

큼씩 들어 있다. 눈에는 눈물이 흐 

르고 피부는 거칠거칠해지는데 

다가，잠잘 때면 목까지 숨이 탁탁 

막히곤 한다. 기후도 안 맞고，음 

식마저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니 

자꾸만 피로를 느껴 신체적인 질 

병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적응을 못한 부인과 아이 

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남편은 사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남았다. 하지만 젊은 부부 

가 떨어져 살게 되니 ■꼭 이렇게 

해야만 선교인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 

의구심이 들었다.

比作天好? /  BT zuotian hSo. (비 주오티엔 하오.) 어제보다 좋습니다. 87



장승원 그림

선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 
접 선교의 소명을 받았으므로 자 

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 
고 현지로 떠난다. 우리가 가는 길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이 란 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각오 
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떠나는 것 
이다. 하지만 직접 소명을 확실히 

받지 않은 아내나 남편, 아이들은 
아무리 가족들이라 해도 제3자임

응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을 
얻고, 계속 이런 상태가쌓이다 못 
해 부부간의 관계까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이들을 보면 너무나 가 
슴이 아프다.

의기르 그보아 서그사 가지 a m  l  l  o

중국에 온 지 4년이 넘은 한 가정 
의 경우를 보자. 처 음 와서 3년 동 

안 부부 갈등이 심하여 부부싸움 
도 숱하게 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며,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데까지 마음이 움직여 
이젠 별 어려움 없이 잘 적옹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남편 선교사 
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적응할 때 

까지 늘 아내를 격려하며 따뜻하 
게 마음을 써주어야 한다. 아내가 
갈등과 회의를 일으킬 때 선교사

88 冷不冷 /  L6nobul6ng? (렁 뿌 렁?) 춥습니까?

아이들과 부인은 어떻게 해서 
든지 적응해서 남편을 도와 선교 
하려고 중국까지 왔지만 결국에 

는 병을 얻어 돌아갔고, 이후 가족 
이 떨어져 살면서 또다른 스트레 
스를 받아부인이 더 큰 병이 들어 
마침내 남편마저 귀국해야 했다.

이 분명하다. 선교사 남편을 따라 
돕는 배필로 파송된 선교사 아내 
는 노이로제가 걸리든 우울증에 

걸리든,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 
다. 물론 그중에는 적응을 잘 하 
고, 나름대로 잘 지내는 사모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적

사역 4년째로 접어드는 지금, 관 
계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

사모의 언어도 많은 진전이 있 

었다. 혼자서 쇼핑도 하고，거리를 
돌아다니며 오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모의 마음 가운데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소명감이 일



남편들은 흔히 이를 가볍게 여기 
며 아내를 탓하곤 한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당신 믿 

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 
냐?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당신은 사단이 아니냐?”

이렇게 심한 말로 아내를 공격 
하던 선교사들이 선배나 동료 선 

교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대부 
분의 선교사 가정과 사모들이 공 

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가정 
의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얻기 
도 한다.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사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그 때 했던 행동은 참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내 
가 사역을 하느라고 당신 혼자 가 

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고 고 
백하면서부터 부부간의 문제가 
조금씩 풀렸다는 한 선교사의 말 
을 들은 적이 있다. 흔들리던 그 
가정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이기고,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동역자 관계로 발 
전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모의 긴장 
이 풀리고, 서로 이해하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알아갈 때, 선교 

사 부부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다. 사모가 진정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할 때 선교사의 사역 또한 성 
공의 길로 진입하는 것이다.

박애린/ 중국어문선교회 파송선교사

天氣很冷 / Tianqi h6n I6ng. (티엔치 헌 렁•) 날씨가 춥습니다.

화장실 안내

수도 베이징(北京)을 비롯，상하이(上海) 등 중국 대도시의 경우 공중 
호유장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물론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으면 내국인이라도 화장실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특성을

십분 활용，몇 년 전부터 상하이에서는 볼일이 급해 안절부절 못^는
외지인(외국인을 포함)을 화장실로 안내하면서 안내비를 받는 업종이 

성행하고 있다. 안내비는 4자오(角)〜5자오(角)이지만 몹시 급할 경우에는 
5시 0위엔(元)이라는 엄청난 ‘급행료’ 가 붙는다.

열차역 손님 마중 서비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베이징역에서는 얼굴 모르는 손님을 
마중나온 사람들을 우ᅵ해，찾는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써주고 돈을 받는 

아이디어 업종이 새로 등장했다. 가격은 3위엔.

택시기사 보호업

중국의 대표적 명승고적지로 꼽히는 시안(西安) 등지에서 택시기사 
보호업이 각광받는 새로운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 관광객을 실어날라 
현금을 많이 소지하는 택시기사를 강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야간에 기사 

옆 좌석에 동승해주는 업종인데 의외로 젊은 여성이 많다고 한다.

거리의 북장수선점

안후이(安徽)성에서는 길거리에서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거나 갑자기 
터진 옷을 꿰매주는 ‘거리의 복장수선점’ 이 최근 각광받는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했다. 중국산 의복은 마무리 기술이 뒤떨어져 새로 산 옷도 단추가 쉽게 

떨어지거나 겨드랑이 부분이 잘 터져 거리의 
복장수선점을 찾는 이용객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신문 읽어주기

여대생들이 하루 1〜2시간씩，글을 읽지 못하는 
돈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신문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는 이미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성행하고 있다.

곡하기

농촌에서 상가{喪家)를 찾아 상주(喪主) 대신 구슬프게 
곡(哭)을 해주는 곡꾼도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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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은 괭신도 선교사에게 
꼭 필요할까요?

A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 

합니다. 형제님께서 개 

인적으로 자신을 선교 

사로 헌신했을 뿐 아니라, 그 비전 

을 섬기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나아가서는 교회적으로 평신도 

선교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애 

쓰신다는 것을 들으니 매우 기뽑 

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헌신한 우 

리 모두는 자신의 개인적 헌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해와 참여，그 

리고 헌신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 

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형제 

님의 위와 같은 노력은 우리 선교 

헌신자들이 모두 본받아야 하리 

라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평신도 선교 

사도 과연 신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 

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신도 선 

교사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신학적 

소양은 필요하나 한국의 현재 신

90 今天很暖和 /  JintiSn h6n nufinhuo.

Q 안녕하세요? 저는 대 
구 ᄋᄋ교회 대학부에 
다니고 있는 오o o  형 

제입니다. 현재 의과대학 졸업 
반이며 선교에 대한 소명은 본 
과 1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후 
개인적으로 단기 의료선교나 
선교 캠프에 참가하면서 의료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하는 한 
편, 저희 대학부에 평신도 선교 
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또 교 
회 선교위원회나 당회 어른들 
께 이러한 일들을 이해시키려 
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열매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저의 진 
로와 관련하여 선교위원회 목 
사님께서 교회나 교단의 파송 
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신 
학대학원 과정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평신도 
선교사가 굳이 신학을 해야 하 
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 
다.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 
니다

헌 누안후어.) 오늘은 따뜻합니다.

학 교육 체제하에서의 M  Div(목 

회 학 석사과정)를 할 반드시 필요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제님과 같은 의사 선교 

사의 경우는, 전문의가 되기까지 

상당한 수련기간이 필요하기 때 

문에 여기에다가 3년의 신학수업 

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대만, 싱가폴 

등 외국의 신학교에는 대부분 평 

신도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1년 

과정의 Diploma in Christian 

studies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 

다. 한국에서는 아세아연합신학 

원(ACTS)을 제외하고는 이 과정 

이 개설되어 있는 신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몇 

신학대학원에 선교대학원이 세 

워져서 2년 과정의 선교신학석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 

는주 2회 저녁수업으로만 진행되



면 교단 선교부의 평신도 선교의 

활성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여기 

에는 형제님 개인의 희생이 따를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은 형제님 교회의 후배 평신도 선 

교 헌신자들과 소속교단의 평신 

도 선교가 활성화되는 데 한알의 

밀알이 되리라 믿습니다.

형제님의 앞길에 성령의 인도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 

면서 이만줄입니다.

이동화 • 본지 발행인
중국어문선교회 총무

는 곳이 있어, 형제님께서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제님이 소속되어 있는 

예장합동 총회선교부에서는 평 

신도 선교사를 정식 선교사로 인 

정하면서도, 이들에 게는 목사 선 

교사와는 달리 M  DIV 과정을 요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에서 말한 총신신대원 선교대학 

원의 선교신학 과정이나6개월 과 

정의 총회선교훈련원(M L) 훈련 

과정만으로 선교사 파송이 가능 

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들 

었습니다.

혹시 형제님이 다니는 교회의 

선교위원회 목사님이나 위원들 

이 미 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먼저 총회선교부 

에 평신도 선교사의 자격 요건에 

관해 서면으로 문의하고, 그 회신 

을 갖고 선교위원회 목사님과 의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형제님께서는 할수 있 

는대로 모교회와 소속 교단의 정 

식 파송을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목사 선교사보다 평 

신도 선교사들의 교단에 대한 소 

속감이 약한 편인데, 이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교단선교부가 효과적으로 평신 

도 선교사역을 전개할 수 있는 준 

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 

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 

까지나 교단 선교부를 외면한다

“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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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분이 참여하시는 난입니다. 중국 
선교 혹은 중국에 관련된 여러분의 

상담 문의를 환영합니다. 이미 중 

국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나, 현재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부딪 

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성심성 

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편지나 
팩스, PC 통신을 이용하여 주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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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의 위세는 전세계에 떨쳐졌 

2 3  고, 그에 따라 중국인의 대표적인 
®  ■ 식기로 사용되는 젓가락도 오대양 

널리 퍼져 나갔다.

식사를 하면 음식을 빨리 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르고, 떼어내고, 줍고, 

쉽게 집어올릴 수 있어 음식을 먹는 데 별 어 
려움이 없다. 사용 방법도 다양하여 식탁 위 
에서 젓가락만으로 여러 모로 힘을 발휘 한다. 

이는 서양식탁의 포크와 나이프와는 달리，수 
시로 요리가 동시에 올라오는 중국 식탁에서 

음식을 집을 때 몸을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지 
않게 한^ •

‘먹을 때는 황제처럼’이란 말은 대만에서 
전해지는 격언인데, 밥을 먹는 것이 인간 세 
상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금강산도 식 
후경’이란 말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역시 
이 말에 동감한다. 그러나 먹는 방식에 대해 
서는 각각 생각이 다르다.

인도인들처 럼 손으로 음식을 먹는 민족은, 

손으로 만져지는 음식물의 온도와 촉감으로 
음식의 진정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여긴다. 

16세기 이전의 유럽 사람들도 손으로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 포크를 발명하였고, 17세기가 
되면서 상류사회에서부터 칼과 포크, 수저 등 

세 종류의 식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젓가락이 최초로 출연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상(商)나라때 이미 
젓가락을 사용한 습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 
아있다.

젓가락 한 벌만 손에 있으면 음식물을 삶든, 

볶든，튀기든, 조리든 간에，또 네모나게 썬 
것이든 크고 작은 어떤 모양이든, 젓가락만으 
로 이 모든 음식을 여유있게 즐길 수 있다. 

심지어는 생선, 닭, 오리 등을 통째로 요리한 
것도 젓가락으로 집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먹 

을 수 있다.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손가락만 움직이기 
때문에 힘을 덜 뿐 아니라, 음식을 먹는 우아 
한 자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 중국 음식문화 
는 단지 요리하는 기교나 희한한 맛에 있어서

젓 가 락  

( 後 子 )

탕룽(唐鋳)

92 我뚫今天最冷 / m  k如 jintian zui I6ng. (워 칸 진티엔 쭈이 럼.)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제일 춥군요.



만이 아니라, 식기로서의 독특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천 년 동안 사용된 젓가락은 
중국인들의 생활에서 하루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이다. 젓가락과 관련된 이야기나 에 
피소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빠르다고 해서 ‘과이즈(疾子)라 불인 이吾

젓가락은 처음부터 중국 식기의 최고 위치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젓가락의 여러 가지 
기능이 충분히 발견되지 못했을 당시，옛사람 
들은 식사 도구로 여전히 수저를 많이 사용하 

였다. 주(周)나라 때 예기(禮記)의 기록에는， 
국 속에 있는 야채를 집을 때만 젓가락을 사 
용했다고 나와 있다. 명청(明 • 淸) 시대，즉 
14세기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젓가락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젓가락의 옛 이름은 ‘저(箸)’이다. 명대의 
전설에 따르면, 남방의 수많은 수상인(水上 
ᄉ:배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역자 주)들은 배 
를 순조롭게 몰고가는 것을 방해하는 의미를 
가진 글자들에 대해 매우 민감하였다고 한다. 
‘저(箸)’와 ‘주(住)’는 발음이 같은데(중국어 
발음의 箸와 住는 모두 ‘주(zhu)’라고 발음한 
다 -역자 주), 주(住)는 ‘멈추다’의 뜻이다. 하 
루세끼 식사하다가누구라도 입에서 ‘箸(주)’ 

소리가 나오게 되면 배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 
겠나 하는 유추가 가능하다. 수상인들의 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빨리(快:과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배가 멈추지 않고 빨리 가도록 
젓가락을 ‘콰이즈(接子)’라고 바꾸어 부른 데 
서 그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젓가락율 드는 방식으로 본 운수

중국인들은 점술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매 
우 좋아한다. 옛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점을 치기도 했다. 옛날의 점술책에는 세 손 
가락으로 젓가락을 든 사람은 천성 이 자유롭 
고, 네 손가락으로 드는 사람은 좋은 운명을 
타고 났으며, 다섯 손가락으로 드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나와있다. 민간에 구전 
되는 말에 의하면, 젓가락을 높이 잡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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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 곳으로 시집가고, 낮게 잡은 여자는 그 
반대라고 한다. 이러한 것에서 이론을 끌어 
낸다면, 젓가락을 잡는 데 힘을 덜 들이는 사 
람은 비교적 성향이 보수적이고 기력을 많이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젓가락을 높게 잡으 
면 힘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먼 곳에 있는 
음식도 쉽게 집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 
을 골고루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의 
성격은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풍부하다. 젓가 
탁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 
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종(高宗)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두 벌의 수저를 사용했는데，하나 
는 음식을 덜어먹는 공용으로, 다른 하나는 
개인용으로사용했다고 한다. 임금을 위해 나 
오는 궁중 요리는 늘 너무 많아서 혼자서 다 
먹지 못하므로, 상을 물린 후에 궁녀와 내시 
들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고종은 늘 두 
벌의 수저로 음식물을 청결히 유지하기 때문 
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선구적 역할을 했다.

젓가락은 중국이라는 무대에서만 가지각 
색으로 연출된 것이 아니라，한국과 일본 등 
으로까지 전래되었다.

일본의 젓가락과 한국의 젓가락

한(漢)나라가 한반도에 낙랑군(樂浪郡, 지금 
의 평양 일대)을 건설할 당시 금속으로 만든 
젓가락이 출토되었다. 현재 한국인들도 스텐 
레스(stainless)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일설 
에 따르면 추운 날에 밥그릇과 젓가락을 든 
손으로 따뜻한 음식물의 온도를 느낄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금속을 젓가락의 재료로 삼았다 
고 한다.

일본에서는 고분시대(古W 代 서기 3~7 
세기)에 젓가락을 처음 사용했다. 일찍이 일 
본 귀족들은 중국의 유행을 따라 수저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다가, 귀족 사회가 붕괴된 
후 젓가락이 유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젓가락은 중국의 젓가락에 비해 한두 마디 짧 
아, 두 민족의 신체적 크기만큼 차이를 느끼 

게 한^ •
민속학자인 장보허(莊伯和)의 해석에 따르

你愛什麽花? /  NT 회 sh6nme hua? (니 아이 션머 호K?) 당신은 무슨 꽃율 좋아합니까?



면, 일본에서는 요리가 1인분씩 나오는 반면， 

중국인들은 식탁에 둥그렇게 모여앉아 풍성 
한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음식물을 집기에 편 
하도록, 혹은 손님을 대신해서 음식을 담아주 
려면 당연히 젓가락이 길어야 마음대로 손을 
움직일 수 있다. 중국 여러 성(省) 중에 후난 
(湖南)성에서 쓰는 젓가락이 가장 길어 손님 
을 접대하기 좋아하는 후난인들의 풍습을 반 
영하고 있다.

재료가 다르면 맛도 다르다

일본의 젓가락은 대나무를 제외한 삼나무, 전 
나무，자단 및 알루미늄 둥을 재료로 만든다. 
그 중 뽕나무로 만든 젓가락은 장수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상나라 이전에는 
대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를 젓가락 재료로 
사용하다가, 그 후에 상아 젓가락과 옥 젓가 
탁이 등장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는 동과 철체품이 있었고， 
한위육조(漢^ 朝) 시대에는 칠기 젓가락, 
금’ 은 젓가락 둥이 있었다. 재질에 따라 기능 
도 다르다. 옛사람들에 따르면，옥 젓가락은 
차갑고 윤기가 나며 열을 전하지 않으나 쉽 게 
깨지는 결점이 있다. 상아 젓가락은 재질이 
따뜻하여 이것으로 음식을 집으면 열을 내리 
는 작용이 있다.

상아 젓가락은 광둥(廣東)인들이 많이 사 
용한다. 광둥성에는 상아가 많이 생산되는 동 
남아시아까지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 

았기 때문이다. 현재 60세의 광동인 린웨링 
(林岳靈)에 따르면, 상아는 구조가 세밀하여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고 열에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젓가락 한 벌이면 평 
생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전에 큰 부잣집에서 
는 모두 자기 이름을 새 긴 상아 젓가락을 가 
졌으며，결혼하는 여자는 상아 젓가락을 지 니 
고 출가했다. 또한 상아 젓가락은 선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은 젓가락은 사람들이 잘 아는 대로 독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전설에 의하면，만일

국이나 반찬에 독이 들어 있으면 은 젓가락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역대 황제나 고관들은 
오로지 은 젓가락만 애용했다고 한다. 청말 
황실에서 상아 젓가락으로 바꾼 뒤, 이로 인 
해 음식에 독이 없다는 표시로 은^!를 꽂아야 

만 황제가 안심하고 식사하였다. ^한  코뿔소 
로 젓가락을 만들기도 했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양대 미인 조비연과 양귀비 모두 코뿔 

소 젓가락을 즐겨 사용했는데, 이것은 진귀하 
기도 했지만 독을 피할 수 있다는 설에 ^거  
한 것이었다.

현대에는 대나무와 나무，유리，플라스틱 
젓가락 등이 많이 사용된다. 푸젠(福建)성의 
칠기 젓가락，항저우(杭州)의 텐주(ᄌ호) 젓 
가락, 베이징 의 상아 젓가락 둥 중국 각
성마다 여러 종류의 이름난 젓가락들이 있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명구(蒙古)족의 민속무용.

이 글은 대만 光»識社에서  발간된〈中國ᄉ해註冊商 
標〉에서 발췌한 것이다.

번역/이민선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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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黃飛鴻)
이̂ "우

우 리 1 나라에는 연간 수십 편의 
홍콩영화가 수입된다. 그런데 그 
중 so〜m  정도를 차지하는 무 
술액션 영화를 우리 기독교인들 
은 너무 외면한다. 그것은 단순히 
그 내용이 폭력적이고, 지극히 자 
극적이라는 이유이다. 보고난 후 
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시사성도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 
리는 무협영화를 멀리한다. 그런 
데 홍콩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상업적인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은 과연 무슨 이유일까?

홍콩이라는 공간은 무협영화 
속의 강호처럼 미래가 불투명하 
고 혼란스러우며, 장래에 대해 비 
관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다. 그런 
상황 속에 일당 백의 무술 솜씨를 
가진 영웅이 나타나 악당을 쳐부 
수고, 마올과 지역 주민들을 보호 
하는 내용의 무협 영화를 보면서, 
수많은 홍콩인은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바꾸어 보려는 대리만족 
을 얻을 수 있기에，수많은 영화 속 
의 영웅에 열광한다. 그 중 황비홍 
의 인기는 가히 절대적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때 황비홍의 아류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였다. 황비 
홍은 중국인，특히 흥콩인에게 있 
어서 절대적 존지)이다. 황비홍을 
소지!로 만들어진 영화가 거의 300 
여 편이나 된다. 한 사람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이저럼 많다는 것은 놀 
라운 일이다.

왜 수많은 중국의 영웅호걸 중 
황비홍의 인기가 이처럼 높은 것 
인지 알 필요가 있다. 우선 황비홍

好看嗎? /  Haokan ma? (하오칸 마?) 예뽑니까?



은 실존인물이다. 청(靑)나라 말 
업에서 민국(民國) 초기까지 살았 
던, 실전에 유명한 쿵후의 고수이 
며 유명한 의사이자 사회계몽 운 
동가이다. 이러한 프로필이 대중 
에게 깊이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그것은 그가 당, 명，청나 
라 등 먼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현 
지) 홍콩인들의 할아버지，할머니 
당시의 인울이기에 더욱 친숙하 
다.

그리고 예로부터 중국 남부는 
차별대우가 심하였고, 유배지라 
는 이미지가 강한 지역인데，민족 
적 영웅 황비홍은 남부 광저우(廣 
州) 근처 포산 (f#  山) 출신이다. 이 
렇게 홍콩인들에게 친숙한 인물 
이 부패한 관리나 그에 동조한 나 
쁜 무술인과 싸우고 민중을 위해 
활약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 
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생각 
하는지 모른다.

황비홍을 만든 쉬커(徐克) 감독 
은 그런 인물을 통히! 서양의 침입 
과 사이비 종교, 부패한 관리와 사 
회제도 둥과 싸우고 그것을 바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 
이 1편에서 마지막편까지의 일관 
된 주제이다.1 편의 내용은 중국이 
세계의 열강에 맞서 싸울 수 있으 
려면 서양의 과학과 교육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내용이고，2편은 부 
패한 청나라，즉 전제국가로는 근 
대화와 민주화에 이를 수 없다는 
생각을 한 황비홍이 손문(孫文)을 
비롯한 우국지사를 도와 혁명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전 
편에 걸쳐 황비홍은 마치 슈퍼맨 
처럼 활약한다.
쉬커 감독은 중국의 근대사를 보

여주면서 실은 중국의 정치，사회 
적 모순을 보여준다. 청조의 황족 
처럼 군림하는 중국 공산당 집권 
정부를 꼬집고 부페한 사회상과 
부패한 관리，공산당 간부를 꼬집 
는 도구로 이 영화를 사용한다. 홍 
콩이 영국의 통치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과정에서，현실에 불만 
을 가지고는 있지만 힘 없고 빽없 
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황 
비홍이 현란하게 구사하는 무술 
에 그런 불만 세력인 관리，무술인 
이 넘어질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 
를 치는 것이다.

그러나 황비홍이라는 한 인물 
을 통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말하 
려는 쉬커 감독은 1,2편의 수작 이 
후에 갈수록 천편일률적인 극 전

개，결말, 부실한 내용, 촬영을 보 
여 관객을 조금씩 짜증나게 만든 
다. 중국 근대사의 큰 시선에는 
언제나 황비홍이 관대한 듯 사실 
을 왜곡하기도 하고，말도 안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한 예로황 
비흥이 부피!한 소림사를 바로잡 
고 발장자리에 추대되기도 하며, 
현대식 교육을 도입하는 설정둥 
이 그런 내용이다. 영웅은 민중과 
같이 있을 때 영웅이 될 수 있지, 
민중의 곁을 떠나면 더이상 영웅 
이 아니다. 그래서 몇 번의 착오 
끝에 결국 황비홍은 손문을 도와， 
중화민국 탄생의 기초가 된 신히! 
혁명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 
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또한 마지 
막 편인 ‘이상년대’에서는 교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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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개혁 둥올 통해 중국의 이상국 
가를 이루려는，정말 이상적인 인 
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실제로 중 
국은, 중화민국이 건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공내전에 들어가 
고 홍콩은 영국에 분할된 채 지금 
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은가?

쉬커 감독은 현대 중국이 이상 
시대로 들어가려면 지도자와 민 
중의 뜻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한다. 그럴 때 과거의 악순 
환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율 말한다. 이념과 사상, 제도를 
떠나 중국인은 한 민족, 한 등포임 
을 강조한다. 흥콩 반환에 대한 자 
위책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 

이 든다.
또한 이 영화에는 기독교인들 

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 
다. 이전의 홍콩 영화 속의 기독인 
은 비사회적이고 비이성적인 모 
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왕비홍에 
서는 진지하고 현실참여적인 긍 
정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1편에 
서는 황비홍을 위해 재판에서 위 
험올 무롭쓰고 변호하고, 또 황비 
흥올 구하고 대신 죽는 선교사의 
모습, 진지한 예배 모습, 황비홍자 
신이 진지하게 기독교에 대히! 질 
문하는 모습，그리고 황비홍올 통 
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생올 보 
여주기도 한다. 2편에서는 혁명의 
주축 세력인 기독교인이 남의 물 
편올 외면치 않고 자신올 희생하 
는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쉬커 감 
독은 종교적 문제보다는, 홍콩인 
들로 하여금 황비홍 같은 슈퍼스 
타를 통해 이념적, 사회적, 사상적 
변화를 꾀하고 이상시대를 맞이 
할 수 있다는 행복한 꿈올 꾸게 한 
다.

하지만 황폐해진 그들의 영혼 
이 과연 그러한 인본주의적 방법 
에 의해서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 
을까? 현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 애써 침착하려 하지만 현실 
의 이 모습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중국인들에겐 더이상 피난처가 
없다. 그 후에 황비홍보다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 

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진다면, 중 
국인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 
고’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가 이루어지지 않올까 생각한다. 
황비홍이 기독교인이 되는 모습 
을 담은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하 
는 상상올 한번 해본다.

이창우/

셔

중국복음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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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가 찾는 책
刘 秀 才  要 取 静 读  
书 ， 到 庙 里 借 了 间  
空 房 , 便 吩 咐 书 童  
去取书……

1. 류 선비가 조용하게 공부하려고 절에 들어갔다. 빈 방을 하나 빌려 동자승에게 책을 갖다달라고 부탁했는데, 
동자승이 ■논어(論語)’를 가져왔다. "너무 낮애”

2. 동자승이 다시 ‘한서(漢書)’를 가져왔다. “너무 낮애” 3. 다시 ‘사기(史記)’를 갖다 주자 또 “너무 낮아, 너무 
낮애”라고 말했다.

和 尚 们 听 了 , 佩服 
刘 秀 才 的 博 学 ， 悄 
梢走近书房

4. 절에 있는 승려들이 그의 박학다식에 감탄하여 살금살금 그의 방으로 가서 들여다보니,
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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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라마단 금식기간을 위한 역기도운동

모 g 磐  o | O r  

J 기도 转
편집부

홍해  언약

i O
1997.1 .

국제 예수전도단(YWAM)의 국제 행정위원들이 1992년
4월 중동지역에서 모임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 
슬렘 선교에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보기도 시간을 예상치 않은 방향으 
로 흔들어 놓으셔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자 
신을 낮추는 시간을 가지 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 께 대한 
반응으로 이 것을 홍해 언약이라고 불렀다. 영적인 준비의 
깊고 강한 필요성이 예수전도단의 모임 속에서 제시되었 
다. 또한 하나님은 30일 동안 모슬렘을 위한 금식과 기도 
에 전세계의 그리스도들이 참여하도록 부르셨다. 또한 과 

모술램4 위인 거 기독교인들이 아랍인들에게 행한 십자군 전쟁과 거대 

co바 이 c議 우 이 „ 剛  3 ᄋ 일  기 도 한 공격에 대해 공식적인 회개를 강조하셨다•
그래서 YWAM은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하나님이 사랑 

하시는 피조물로 여기며, 전세계 모슬렘을 가슴에 품고, 이슬람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름부음과 지혜, 능력, 전략을 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계 모슬램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부르심과 조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문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모슬램권 안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국제 예수전도단 
팀이 1991년 이집트를 방문하였을 때, 이집트의 몇몇 교회에 영적으로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집트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리비아, 시리아, 모로코 ̂스페인 등지로 전도여 행을 하는 동안 선교에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고，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예수 대행진을 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 
던 것이다.

화 해 률  향한  걸음

십자군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모험과 낭만주의로 미화되어 왔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1995년 
11월 27일은,서방 기독교도들이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지를 해방시키기 쉬해 행한 “ 십자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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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날, 예수전도단은 십자군 전쟁 때 동방기독교도, 유대인들로 인해 모슬렘들 
이 겪은 비극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특별 화해운동을.계획했다.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수백 
개의 그룹이 앞으로 수년간 중동에 가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들은 십자군이 
지나간 길을 따라 가며 전쟁이 아닌 평화와'용서를 찾을 것이다. 화해의 운동본부 보고에 따르면, 
12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독일 퀼른의 터키 모스크에 찾아갔을 때, 200여 명의 터어키 남자 및 소년 
신도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이슬람에 대해

‘이슬람’이란 말은 알라신께 복종을 의미하며, 모슬램은 이슬람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슬람의 계시가 모하메드에 게 주어 졌고, 그는 모슬렘들에 게 위대한 예언자로 숭배된다. ‘모하메드’ 
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칭호이다.

모하메드의 생애
모하메드는서기 570년6월8일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유복자로 태어나여섯 살에 어머니를 
잃고 가난한 무역인인 삼촌 아부 딸립에 의해 양육되었다. 그는 심한 빈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불만족 가운데 청년시절을 보냈다. 당시 아라비아는 약 360개의 남신과 여신, 12만 4천 명이 
넘는 선지자로 인해 이교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 모하메드는 부유한 과부 카디자의 대상 무역관 
리인으로 고용되었다. 그는 “A1 -Amin”(신이 받을만한 자)으로 알려졌고, 메카 무역 조합의 저명인 
사가 되었다. 홧는 25세에 40세의 카디자와 결혼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딸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 카디자가 죽은 후 모하메드는 일부다처 제를 승인하여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다.

40세부터 그는 동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종교에 관한 명 상으로 많은 시 간을 보냈다. 라마단 동안 
모하메드는 자주 메카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히라(Hira) 산비탈에 있는 동굴에 은신하였다. 이때 
모하메드가 가브리엘로부터 지시와 계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코란의 기초를 이루었다. 코란 
외에 하디스(Hadith:모하메드의 언행록) 라는 책이 있다. 모하메드는 코란이야말로 최고 유일신으로 
부터 온 마지막이자 최고의 계시라고 선언했다. 하루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기 전 세정의식과 
함께 모든 생활은 전적으로 알라에게 헌신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금요일을 사원에서 회중예배하 
는 날로 정했다. 그리고 그는 서기 632년에 사망했다.

모슬렘들은 알라를 믿는다
모슬렘들에 게 있어서 알라는 유일하고 전능하며, 모든 모슬램들에 게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신이 
다. 이슬람 신앙에 있어 서 구원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둥(Five Pillar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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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야만 한다.다섯 가지 기둥은 첫째, 신앙고백(shahda)-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자다. 둘째, 기도(salat)- 하루에 다섯 번씩 해야한다. 셋째，구제(zakat)- 의무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게 자선을 베푼다. 넷째，금식(sawm)- 특별히 라마단 동안 행하는 금식이 
다. 다섯째, 성지순례(h a jj)-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모슬램들이 이 기둥들을 모두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의 보장은 없다. 이슬람의 구원은 자신이 
행한 의로움에 기초한다. 모슬렘은 심판날에 그들이 믿는 알라가 각 사람의 행위를 저울로 평가한다 
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사람의 행위를 적어놓은 책을 알라가 심판날에 들쳐보고 평가하 
는데, 천국으로 가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슬람의 성전(뿌戰)에서 순교하는 것뿐이다.

모하메드는 이슬람의 최고 예언자이지만, 예수는 코란에 따르면 12만 4천 명 중의 한 선지자일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도 신성도 믿지 않는다.

라마단 30일 금식기간 -  “라마단이란 당신 □ᅡ음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구와의 투쟁이다.”
“라마단 기간 동안의 금식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단순히 음七이나 음료, 담배, 성적, 욕구 
등을 절제하는 미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결코 남들에 
게 무엇인가 과시하기 위한 어떤 행사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알라와 당신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이며 속사람과의 투쟁이다. 그것은 매년 당신에게 믿음의 시험이 될 것이다. 하니파딘(모슬렘 
작가)

모슬램들은 평소에도 자발적인 금식을 하도록 되어있지만，라마단 금식기간 중에는 의무적으로 
금식을해야한다. 라마단은매년 전세계 10억 이상의 모슬램들에게 주특별한달이다. 내적 성찰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절제를 위한 시간이다. 모슬램들은30일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음식과 음료,담배, 부부관계 등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또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을 삼가해야 
하고, 향수 냄새를 맡거나 심지어 화를 내거나 부정한 것을 보는 것조차 삼가해야 한다.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이다. 그 달의 모양과 천문학적 계산에 의해 알 수 있다. 
어떤 지역은 달의 모양을，어떤 지역은 천문학적 계산을 주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라마단 기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슬람력은 태양력보다 매년 11일 내지 12일이 빨라지므로 
매년 라마단 기간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 완전히 한 번 순환하는 데는 약 36년이 
걸린다. 금년 1997년에는 대략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가 라마단 기간이었다.

해가 뜨기 전，그러나 최대한 늦은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고 해가 진 후에 금식이 끝난다. 기도는 
해가 진 후에 몇 분 동안 행한다. 라마단은 공동체 활동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근처 
모슬렘 사원에 모여 함께 하는데，일반적으로 친구, 친척，이웃 사람들을 이 만찬에 초대한다.

라마단 기간에 모슬램들은 ‘티라위’라는 특별기도를 드려야만 한다. 이 기도는 20개의 순서로 
되어 있고, 함께 모여 한달 동안 코란 전체를 낭독하게 된다. 라마단의 마지막 열흘은 축복의 기간이 
라 부르는데, 특히 27일째 되는 밤은 코란의 첫 계시가 있었던 날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많은 
모슬램들은 이 마지막 열흘을 더욱 신성시 하여 기도하며 코란을 낭독한다. 그리고 금식을 푸는 
사흘 동안 축제를 통해 금식 종료절을 지키면서 30일 동안의 라마단 금식을 끝마치게 된다.

세계 여러 곳에 훌어져 살고 있는 모슬렘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는 모슬램들은 도덕의식, 교육 수준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모슬램들은 o)주 헌신적이며 코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반면에, 매일 드리는 기도와 
전통의식 외에는 of무 것도 모르는 모슬램들도 있다. 나라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모슬렘들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 전히 모든 모슬램들은 한 가족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 따라서 모슬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대개 접근 방식이 유사할 것이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나 코란을 잘 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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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렘 분포도

대상인 모슬램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종교를 서로 비교하기 보다는，모슬램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o!는 참된 구원의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이나 모하메드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 마음 깊은 곳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눌 기회를 찾으라.

모슬램을 향하여

모슬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슬렘블 역시 당신과 나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주저하고 있디-.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아브람의 •들 이스마엘을 잉태한 후 광야로 도망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때 하갈에 게 나타난 천사를 브엘라해로이-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라고 불렀다. 모슬램들 
의 알라는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비인격 적인 존재이다. 이제 우리는 모슬램들이，그들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시며 결코 썩어질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인격적 
인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에 앞서,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먼저 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151~600 서울시 관악우체국 사서함 131호 예 수 전 도 단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본부」 
TEL 02) 871-7351, FAX： 02) 871-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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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可以禱告
M  k e y i daogao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양씨 아주머니 이웃에 사는 마 자매가 어느 날 양씨 아주머니 댁에 조미료를 빌리러 왔다. 
양씨 아주머니의 근심에 찬 얼굴 모습을 보고 마 자매는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馬 姊妹 : 妳怎麽一副愁盾苦臉的樣子?

ma am ei： Ni zenme yi fu chou mei ku lian de yk ig  zi?

마 자매: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근심 걱정에 꽉 차 있는 거예요?

楊 太 太 : 我先生每天都醉購藤的, 我兒子在學校總是惹事生非, 我眞不知道該怎麼辦才好? 

Yang taitai： W o xiansheng mei tian dou zuixunxunde, wo erzi zai xuexiao congshi 

re shi sheng fei, wo zhen bu zhidao gai zenme ban cai hao?

양씨 부인: 남편은매일 술에 취해 있고，아들은 학교에서 말썽만피우니, 나는 정말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馬 姊 妹 : 我敎妳禱告 . 妳儘管把心裏的話全告訴耶穌 .祂■會聽妳的»

Wo jiao ni daogao. Ni juiguan ba xlnli de hua quan gaosu 

yesu. ta hui ting ni de.

제가 좋은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예수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가 잘 들어주실 겁니다.

楊 太 太 : 耶穌是誰啊?

Yesu shi shei ya?

예수가 누구입니까?

馬 姊 妹 : 耶穌是上帝的兒子 , 也足ᄉ類的救主 . 她能擔當妳的罪與憂愁„

Yesu shi shkigd de erzi, ye shi renlei de qiuzhu. ta neng dandang ra de zui yu youchou.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들이고, 인류의 구세주입 니다. 그는 당신의 죄와 근심을 대신 
감당할 분입니다.

愁眉苦臉 (ch6um6i kQ lian)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4S管(jTngQan): 얼마든지,마음놓고
擴當(dandang): 담당하다, 감당하다 惹事生非(rS shi sheng fe i)： 일을 저지르다
醉® lil(z u i xunxun)：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하다 憂愁(y6uch6u): 근심, 걱정
怎麽辦(zSnme b如 ): 어떻게 처리하는지 禱告(daog&o): 기도 차이나/보지 펴집기자

104 我S 今天最冷 / WO k^n jintian zui l§ng. (워 칸 진티엔 쭈이 렁.)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제일 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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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지음 
361쪽 ■ 8,000원 

선교문호!■사

“ 한국에 만약 전쟁이 다시 한 번 난다면 
총을 들고 선참으로 달려와서 한국 놈들 
을 쏴 죽이겠다”

교포 3세로 한국문학을 전공한 조선족 
작가 김재국 씨는 최근 출간한 이 책에서 
이렇게 끔찍한 말을 전한다. 한국에 나왔 
던 중국 연수생들이 귀국하면서 되뇌인 
다는 말이다.

이 책은 그가 94년 3월부터 올 1월 초까 
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에서 현대 
문학을 공부하는 동안 조국에서 보고 듣 
고 느낀 것을 꾸밈 없이 쓴 글이다. 애초 
부터 애증의 감정을 떠나서 쓴, 한국과 한 
국 사람들에 대한 솔직한 보고서 이며, 

한국 문화론이자 중국 문화론이다. 그가 
관찰한 현재 한국인의 생활상을 조목조 
목 날카롭게 비판하는 대목들에서 이 글 
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한국과 한국 
인을 서슴없이 비판하는 그의 목소리에 
분노를 느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왜 
우리는 조국을 찾아온 그들에게 상처와 
모멸감의 기 억만을 심어주었는지에 대해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할 것 
이다. 한국을 경험한 중국인들이 한국인 
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기 원하는 사람, 

특히 중국인을 사랑하길 원하는 선교 관 
심자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허련순 지음 
375쪽 . 6,000원 

범우사

중국 조선족이 살고 있는 곳마다 바람처 
럼 휩쓸고 있는 조선족 작가 허 련순 씨 
의 소설 r바람꽃j  은 흑룡강 신문사 제 
2회 신춘문예 당선작이다.

“조국은 사기꾼들만 사는 곳입니까? 

그 사기꾼을 잡아주십 시오”라며 울부짖 
는 소설이 바 로 『바람꽃j  이다, 지금 중 
국 조선족 문단에는 동포들이 조국인 한 
국으로부터 겪은 고통을 문학작품화하 
는 작업이 눈에 띄 게 늘고 있다고 한다.

조국을 바라보며 꿈꾸던 희 망의 씨 앗 
은 그 여린 싹을 퇴우기도 전에 바람꽃 
이 되어 흩어져 버린다. 바람이 불어왔 
던 곳과 바람이 자는 곳, 소설 속에는 두 
세계 중 어느 한 곳에도 머무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조선족들의 그리움, 원 
망,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글에는 중국 조선족이 조국의 하늘 
아래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의 애 
환이 담겨 있으며 울부짖는 절규가 들어 
있다. 지금 그들은 한국을 향해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작가 허련순 씨는 말한다. “ 이 소설의 
목적은 사기극과 같은 사건들에 대한 판 
결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 
국의 동포들이 좀 더 서로의 입 장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매개체가 되었 

으면 하는 것”이라고.

AFBjONQ Qi 아gD F

루시 칭 지음 ■ 이현주 옮김
상 215쪽, 하 243쪽 ᅵ 각권 6,000원 

사람들

이 책은, 중국 광저우(廣州)의 부유한 가 
정에서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으나, 부 
모의 무지로 어렸을 때 시력을 잃은 중국 
판 헬렌 켈러 루시 칭 의 자전적 스토리다.

그녀는 귀동냥으로 얻은 지식으로 혼 
자서 점자를 익혀 독학하다가, 일반 중학 
교에 입학한다. 딸에게 무관심했던 그녀 
의 부모와는 달리 때론 부모처럼, 때론 
친구처럼 그를 격려하고 그의 필요를 채 
워준 가정부 워 아줌마. 그를 통하여 루시 
칭은 중국의 전통적인 통념에 당당히 맞 
서 싸우고, 한 인간으로서 자활의 의 지를 
익혀 미국까지 가서 유학을 하게 된다.

크리스천인 루시 칭은 중국 사회에서 
천대받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다시 귀 
국하여, 홍콩의 사회복지 사업에 뛰어들 
어 장애인 재활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빛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소리에 몰두하여 사물의 
움직임을 분별하기에 애쓰며, 자신을 가 
두고 있는 어둠의 세계와 삶을 억압하는 
고정관념과 싸우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법을 
우리는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중국 사회에서 소 
외된 이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比昨天暖和ᅳ點兒 /  Bf zuotian nuanhuo yidiar. (비 주오티엔 누안 후어 이디얼.) 어제보다 조금 따뜻합니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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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喜 祂  慈 愛  顯 明 勞 苦 中  
chengai ta ci a  xian iring lao ku zhong

청 시 타 츠 아이 시엔 밍 라오 쿠 중

가사 내용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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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극 등향 최3

탄압 강화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한국 선교사 불법 선교험의 구류

중국은 최근 한국인들의 중국 내 
‘불법 선교활동’에대한단속을 강 
화，12월 들어서만도 4~5명의 불 
법 선교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 
해 각각 1주일 간의 구류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외교 소 
식통은，2개월여 전부터 불법 선 
교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단속강화 방침을 표명해온 중국 
관계당국이，이달 들어 사업을 명 
분으로 중국에 입국한 후 선교활 
동을 해온 부산 모교회 목사 등에 
대해 처음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구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의 중국인 선교에 대 
해 민족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간 
주하고 있는 중국은, 불법 선교활 
동을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선교활동이 수그러 
들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의 처벌 
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구류처분 
을 받은 한국인들의 구체적인 불 
법 선교활동 유형 등은 밝히지 않 
은 채，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 국 
인들의 선교 활동을 엄격하게 금 
지하고 있는 중국 현행법을 위반 
한 한국인의 명단과 처벌 내용을 
주중 한국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 
이후 한국인들의 중국 내 불법 선 
교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한국 측 
에 요청한 바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인들 
의 불법 선교활동에 대해 보다 구 
체적인 대책을 세워주도록 강력 
히 재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 
국 당국은 현재 동북삼성에서만 
도 모두 4천~5천 명의 한국인들

이 법적으로 중국인인 조선족 등 
을 대상으로 불법 선교활동을 벌 
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 
식통은 덧붙였다.
- 동아인보 96. 12. 24-

재중{在中) 한국인 선교사 실태

중국이 동북삼성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인 선교단체들을 집 
중 단속, 12월 들어 4~5명의 선교 
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주일 
간 구류처분을 내린 사건이 국내 
종교계에 파장을 몰아오며 그 현 
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종교계의 중국 내 선교활 
동은 공식적으로는 전무한 상태. 
중국 측은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법으로 금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선교사나 포교사를 파견할 수 없 

다. 따라서 현지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한국인은 모두 개인자격의 
사업 이나 방문•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 
번에 중국 측에 구류당한 사람들 
의 경우, ‘사업이나교포사회 지원 
활동 등을 위해 현지에 체류한 사

108 好看嗎? /  HSokSn ma? (하오칸 마?) 예쁨니까?



광저우 석실(石室) 성심성당의 수녀들

람들로, 자신의 종교에 따라 접촉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알려준 것 때문’이라는 게 국내 종 
교계의 공식 반응이다.

국내 종교계의 중국•러시아
• 북한 등 북방선교는 지난 60년 

대 중반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 
의 전파를 통한 방송선교로 시작, 
80년대부터 미국 등 외국 시민권 
을 가진 한국인 목회자, 승려들이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며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 지난 94년 재미교 
포 목회자 6명과 장로 3명이 북한 
에 파송되는 선까지 발전했으나，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교활 
동은 알려진 것이 없다.

북방선교의 주목적은 통일을 
대비한 대북한 선교의 교두보 확 
보가 주요한 목적의 하나라는 점 
에서 국내 개신교 . 불교 • 천주 
교 등에서는 중국 지역에 주목해 
왔고，개인 자격으로 현지에서 활 
동하는 관계자가2백여 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종교계는 추산하고 
있다. 개인 자격의 진출이 기 때문 
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고 
‘중국 측이 말하는 것처럼 선교활 
동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라는 게 교계의 반응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북 
한교회재건위원회，천주교가 북 
한선교부，불교가 조국평화통일 
불교협회 등의 단체를 구성，대북 
한선교의 교두보로서 중국의 동 

북삼성 지역을 주시해왔다.
또 94년에 문화체육부가 러시 

아 등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국 
내 기독교계 인사들이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며 현 
지법의 준수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등을 감안할 때，국내

종교계가 추산하는 숫자 이상의 
선교사나 포교사. 신부. 수녀 
등이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일 것으 
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중앙일보 96. 12. 25-

정부，중국선교 자제 요청

정부는 1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중국선교 관련 교단 및 선교 
단체 책임자 초청간담회에서 “ 대 
중국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 
내 개신교 선교사는 총 35개 단체, 
260명” 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대 
중국선교를 자제해달라”고 당부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무실 및 외 

무부 등 정부 관계자, 예장총회 예 
장통합 기성 등 교단선교 관계자, 
바울선교회, 한국해외선교회 등 
선교단체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선교관계 
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정부 

의 최대 현안은 체제 유지이며, 이 
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종 
교와 소수민족 독립문제를 꼽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홍콩 반환 및 덩샤 

오핑 사후 체제 구축 등 정치안정 
을 초미의 관심사로 삼고 있는 만 
큼, 포교 활동으로 국민들이 유신 
론 과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게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 
국법을 준수한 선교활동을 전개 
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의 대중국 선교 
자제 요청은 96년 1월부터 공식 
외교 통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 
기되었으며 요청의 강도와 빈도 
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 
다. 이와 관련，참석한 선교단체 
책임자들은 “중국이 종교를 인정 
한다고 하면서도 인신구속을 하 
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가당 
착이며，동북삼성에 대한 영토문 
제 등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책임자들은 “장기적 
측면에서 일시적인 선교활동의 
자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정 
부의 의견을 존중, 완급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독신보 97. 1. 22-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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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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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중국에 카*릭  허용 요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중국에 카톨릭 
올 합법화하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신 
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중국이 경외감을 
갖고 인간의 생존권인 진정한 자유를 
존중하고 기독교 신도들이 자신의 에 
너지와 재능을 국가발전에 바칠 수 있 
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한다” 고 선언 
했다.
중앙일보 96. 12. a

중국 미신타파운둥 전개

중국 언론이 미신타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국영 T V  방송은 중국 산 
시(山西)성에서 농민들이 미신타파를 
위해 신전을 파괴했으며，신전이 무너 
진 자리에 정부가 학교를 지을 것이라 
고 전했다.
국민일보 96. 12. 16.

위구르족 1천7백 명 처형

중국은 지난 4월 이 래 신장 위구르 자 
치주에서 현지 회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총 5만 7천여 명을 
구속하고 그 중 1천7백 명을 처형했다 
고 홍콩의 핑귀르바오(촬1 日 報)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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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다.
조선일보 96. 12. 17.

교황청에 ‘내정간섭 중단’ 경고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달라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요구를 거절하 
고, 교황청 측에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 
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교황청은 종교를 이용 
한중국 내부 문제 개입 등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종교 
적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며 또 그들의 
정규적인 종교 활동도 보호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97. L 6.

대만, 달라이 라마 초청- 대중관계 악 

화 전망

대만 당국이 한 종교단체의 요청을 받 
아들여 티벳 독립운동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대만 관계는 지난해 3 
월 이래 다시 한번 긴장에 휩싸일 전망 
이다.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은 빠르 
면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97. 1. 7.

티벳 연쇄폭탄 테러 긴장 고조

중국 티벳(西藏) 자치구의 정부청사와 
수도 라사(拉薩)의 인민정부 청사에 대

한 폭탄테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검 
문 검 색 이 강화되 는 등, 티 벳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 공안당국은 티벳 
독립운동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대대적 
인 범인 색출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특 
히 달라이 라마를 따르는 티벳불교(라 
마교) 신자에 의한 테러라는 심중 아래 
주요 불교사원에 대한 수색도 강화하 
고 있다.
한국일보 97. 1. 12.

티벳 사원관리위원회 설치

티벳 자치구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정 
부세력의 중심이 돼온 불교사원에 대 
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각사원에 ‘사 
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원 상주 공 
안요원이 사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 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7. 1. 15.

홍콩 귀속 이후에도 종교자유 계속 허 

용

중국은 홍콩이 올 7월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종교 자유를 계속 허용될 것이 
라고 선궈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 
혔다. 그는 홍콩의 종교 문제가 오는 7 

월부터 정식 가동되는 홍콩 특별행정 
기구의 통제를 받을 것이나, 중국의 기 
존 종교정책이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 
을 것이라고 말하고. 홍콩의 종교단체 
는 외부 세계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도 
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콩 
과 중국의 종교단체들 간의 관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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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존중과 불간섭’의 원칙에 따를 것이 
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97. 1. 17.

중국기독교협회 제6차 총회 한원자오 

선출

중국기독교협회(CCC)는 구랍 28일부 
터 지난 4일까지 베이징에서 “ 한마음 
으로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 
하자’’는 주제 아래 열린 제6차 전국혐 

의회에서, 평신도인 한원자오(韓文藻) 
박사와 화동신학교 쑤더츠(蘇德慈) 원 
장이 협 회 회장과 총무에 선출되었다. 

삼자 애국운동 위원회 주석과 총무에는 
부주석이었던 뤄관종(羅 ^? )과  저장 
( m )성 기독교협회 총무인 덩후춘 
(部福村) 목사가 선임되었고, 심양 서 
탑교회 오애은 목사는 기독교협회 부 
의장에 유임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서 
는 중국기 독교협 회 와 삼자애국운동위 

원회의 헌장을 개정하였다.
한국기독공보 97. 1. 25

정지 의교

리평，러시아 방문

리평(李鹏) 중국 총리가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겨냥한 러시아 
방문을 위해 12월 26일 모스크바에 도 
착했다.
국민일보 96. 12. 27.

덩사오핑 한때 혼수, 지도부에 긴급종 

보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92)이 이번 
주 들어 한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장 
쩌민 주석 등에게 긴급 통보가 전달됐 
다고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덩이 지난해 12월 
30일 밤 혼수상태에 빠져 한동안 깨어 
나지 못했다가 그날 밤 늦게 의식을 회 
복했으며, 이로 인해 장 주석을 비롯한 
고위 지도부에 비상연락이 취해졌다고 
덩 일가의 측근 소식통을 인용해 말했 
다.
조선일보 97. 1. 1.

홍콩 최대 난민수용소 폐쇄

’89년부터 8년 간 베트남 난민을 수용 
했던 홍콩 최대 난민수용소인 ‘화이트 
헤드 수용소’가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 
라 공식 폐쇄되었다.

한국일보 97. 1. 4

중국 반혁명죄 대폭 손질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크게 기 
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혁 명 
죄’의 명칭이 그동안의 여러 환경변화 
를 반영해 ‘국가안전을 위 태롭게 하는 
범죄’로 바뀌면서 그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손질이 가해진다. 중국 최고 입법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全ᄉ* )  상무 
위원회는 24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반 
혁명죄’의 명칭 변경과 해당범죄의 범 
위조정 등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초안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중앙일보 96. 12. 27.

중국 군부 대만통일 임전태세 촉구

중국 군부는 대만통일을 조기에 실현 
하기 위해 군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중 
심의 전략을 수립해 임전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고 홍콩의 ‘4 우스차이 
나 모닝포스트’가 베이징 소식통을 인

용해 보도했다.
경향신문 97. 1. 10.

교황청에 대만과 단교 요구

중국 외교부는 로마 교황청은 대만과 
모든 외교관계 단절 및 중국내 종교문 
제 불간섭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요 
구했다. 이것은 최근 중국과 로마교황 
청 간 수교를 위한 비밀교섭이 진행 중 
인 가운데 나온 경고이다.
중앙일보 97. 1. 15.

덩사오핑 집무실 공식폐쇄

중국 공산당은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 
의 집무실을 공식 폐쇄했다고 홍콩의 
밍바오(明報) 가 보도했다. 덩의 건강 
에 큰 이상은 없으나, 공산당 중앙위원 
회는 지난해말 덩의 집무실을 공식 폐 
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97. 1. 15.

차기 총리에 주통지 부총리 유력

중국 경제 사령탑인 주롱지(朱짧S ) 부 
총리가 오는 98년 퇴임하는 리핑 총리 
의 후임에 발탁될 것이 가장 유력시되 
고 있다고 홍콩 핑궈르바오( « 봉曰報) 
가 보도했다. 주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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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축■정책으로 인기를 잃었으나 중 
국이 지난해 외환보유고 1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경제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다.

중앙일보 97. 1. 20.

중국 인권관련법 폐기 요구에 홍콩 민 

주계 큰 반발

홍콩 정청관 민주계 인사들은 중국의 
주요 인권관련법. 및 조례 폐기 움직임 
과 관련해, 이는 홍봉 주민의 인권과 집 
회결사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 
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조선일보 97.1. 21.

경 제

3개 외국은행에 인민폐 영업 허용

중국은 조만간 홍콩의 발권은행인 홍 
콩 • 상하이은행, 만국보통은행, 일본 
의 미쓰비시은행 둥 3개 외국은행에 대 
해 상하이 푸동지구에서 인민폐 영업 
을 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홍콩의 
밍바오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97.1. 4

주택건축 부가금 폐지

중국 정부는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기 
위해 건축비의 20〜30%를 차지하던 
각종 정부 부과금을 폐지했다고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이 조치로 주택 건축 
승인과 감리，등록 등과 관련한 29개 부 
과금과 부대시설 및 환경관리, 보안감 
독 등에 관한 각종 부과금이 폐지되었 
다.
중앙일보 97. 1. 7.

농민 순소득，풍작 덕에 20% 증가

지난해 중국 농민의 1인당순소득이 95 
년도보다 20% 중가한 1천9백 원(1 만 
9천 원)에 이르러 지난90년 이후 최고 
룰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풍작이 
농민 소득 중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 
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중부와 
서부 지역의 농업이 중앙정부의 강력 
한 지원에 힘입어 크개 성장했다고 밝 
히고 주로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이 
지역 농민의 소득은 지난90년 이후 처

음으로 동부 지역 농민의 소득을 능가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 97. 1. 10.

중국 주해(珠海>-홍콩 신계(新界> 연결

중국의 주하이와 홍콩의 신계를 잇는 
27km 길이의 링딩양교가 올해 안에 착 
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홍콩 스탠더 
드지가 보도했다.
중앙일보 97. 1. 19.

대만, 중국 뿌자 제한

대만은 최근들어 양안<兩岸)간에 외교 
전이 치열해지는 등, 양안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중국에 대 
한 압력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키로 했다. 대만 기 
업들은 지금까지 주로 홍콩을 통해 중 
국에 모두 2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일보 97. 1. 21.

증국^대만 직항로 개설 합의

1. 22일 중국과 대만 측 교통부 관리와 
해운회사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홍콩에서 열린 직항로 개설 협상에서, 
50년 만에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양안 
을 연결하는 무역 직항로를 개설하기 

로 합의했다고 중국 관리들이 밝혔다. 
국민일보 97. 1. 23.

외환준비고 1천억 달러 돌파

중국인민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외환준비고가 1천억 달 
러를 돌파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는 3년 만에 거의 5배 
나 불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환 준비 고가 올해에도 1 백억 ~ 2 백 억 
달러나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조선일보 97. 1. 26.

후난성 농민 폭동

중국 후난(湖南)성 리엔위엔(連源)시 
에서 지난달 1천여 명의 농민들이 공산 
당 간부의 집을 습격하는 등 폭동을 일 
으켰으며 사태를 진압한 무장경찰이 
여전히 시내에 진주하고 있다. 농민 1 
천여 명은 11월 13일, 당국의 고속도로 
건설비 등 갖가지 불만을 품고 시 서기 
집으로 쳐들어가 가재도구를 파괴하는 
등 전 시가지에 극도의 혼란이 야기됐 
다고 한다.
동아일보 96. 12. 19.

중국 내 외국인 범죄 급중

중국의 외국인 범죄가 지난5년 간 급 
증했다고 신민만보(新民晚報)가 보도 
했다. 이 신문은 공안부 보고서를 인용, 
지난90년부터 95년 사이에 1만 5천 명 
의 외국인이 절도와 사기, 매춘, 간첩, 
밀렵, 마약 및 총기 밀매，중국인 해외 
불법 송출 등의 혐의로 추방됐다고 밝 
혔다.
중앙일보 96. 12. 27.

반체제 인사 리하이 9년형 선고

중국 반체제 인사 리하이(42)에 게 국가 
기밀 침해혐의로 9년형이 선고됐다고 
그의 어머니 공 리웬이 밝혔다. 베이징 
대 철학부 연구원 출신인 리는 천안문 
사태에 연루돼 체포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 주소> 형량，억류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 혐의로 9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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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됐으며, 지난해 12월 18일 베이징 
차오양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97. 1. 2.

탄광 폭발사고로 91명 사망

중국 북부 산시(山西)성 따퉁( * 同)시 
의 한 탄광에서 지난달 27일 가스가 폭 
발, 최소한 91명이 숨졌다고 ‘산시일보 
( 山西日報)’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1. 3.

저작권 침해 정보제공자에 현상금 내 

걸어

중국 정부는 카세트나 비디오테이프 
둥의 불법 복사를 추방한다는 방침 아 
래, 복사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불법 카세트테이프 
나 비디오테이프의 유통망이 사라져 
중국에서 불법 복사품이 근절될 것으 
로 기대된다.
조선일보 97. 1. 5.

6백 개 언론 정간 명령

중국 당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과 

잡지를 포함해 6백여 개의 신문 • 잡지 
를 올해 안에 정간시킬 방침이다. 이런 
방침은 7월의 홍콩반환과 가을의 제15 
회 당대회를 앞두고 보도기관들의 비 
판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 
정된 것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37. 1. 6.

쓰환성서 여객선 전복. 40여 명 이상 

사망

중국 쓰촨성에서 하천의 여객선이 화 
물선과 충돌, 전복해 승객등 40명 이상 
이 숨졌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정 
원이 42명인 사고 여 객선은 무면허 운 
항기사가 운항하는 등 불법으로 장거 
리 운항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적재톤수도 어기고 
40t 이상의 모래까지 적재한 것으로 밝 
혀졌다.
중앙일보 97. 1. 7.

인터넷 감시기구 설립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인터넷 사용을 감 
시할 정부기구를 설립했다, 리펑 총리

지시로 설립된 ‘국무원 정보기술발전 
영도소조’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차이 
나넷 (Chinanet)’을 비롯해 ‘GBnet’, 
‘CEInet’ 등의 네트워크 사업자들을 감 
독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국일보 97. 1. 8.

베이징，‘정보수도，추진

베이징(北京)시는25일 중국의 ‘정보수 
도’가 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 
고 발표했다. 가경림 베이징 시장 대리 
는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전세 
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하고,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서 정보를 교환하고 전 
파하는 데 많은 이 점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중국의 선도적인 정보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동 
안 베이징의 정보산업은 베이징 노동 
력의 44% 이상을 흡수하고 있을 정도 
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97. 1. 15.

강진으로 12명 사망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차지구에서 
21일 오전 리히터 규모6.3을 넘는 강진 
(强震)이 두 차례 잇달아 발생, 최소한 
12명 이 사망하고, 27명이 중상을 입었 
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8백만 명 노동수용소 수용

중국은 노동수용소(勞改)에 6백만〜8 
백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중국의 반 
체 제 인사 해리우가 한 프랑스 신문과 
의 인터뷰에서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87년 노동수용소가 문을 연 이 래 
정치범과 일반범 모두 학대와 굶주림 
속에서 수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예 
처럼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 
했다.
조선일보 97. 1. 25.

중국，인터넷 성장률 세계 1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폭발적인 팽 
창을 하고 있는, 인터넷의 ‘신흥국가’ 
중국은, 1년 동안 무려 1,003%라는 경 
이적인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한국일보 97. 1. 27.

한  증 ^ 계

중국 삼강평원에 북한주민 집단농장 

운영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돕기 위 
해 북한 주민의 중국 장기이주를 받아 
들이 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조선일보 97. 1. 21.

홍콩의 신문, 잡지 가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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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연차적으로 북한 주민 수천명 
이 중국 헤이릉장(黑龍江)성의 삼강평 
원에 이주해 집단농장을 운영할 것으 
로 보인다. 또 북한 주민의 중국이주 기 
간을 적어도 2 ~ 3 년으로 하고,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주민들 
을 귀국시키기로 했다.
한국일보 96. 12. 16.

가짜 북•증 * 행종 2천장 압수

북한 신의주와 중국의 대북한 변경무 
역 창구인 단동(丹東)에서 최근 대규모 
변경출입 통행증 위조사건이 적발되 었 
다. 중국 • 북한간 국경수비 임무를 맡 
고 있는 단동시 변방 무장경찰부대는 
단동 시내 인쇄소를 급습, 위조 출입통 
행증 2천 장을 압수했다.
중앙일보 96. 12. 31.

중，탈북자 수용소 추진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 
에 대비, 오는 7월로 예정된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맞춰 엔벤O ES )을 비롯한 
중국 동북삼성에 탈북자 전용 수용소 
건립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는 중국이 김의 방문을 계기로 최근들 
어 다소 소원해졌던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탈북자 처리 방침을 강경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시사해 주목하 
고 있다.
중앙일보 97. 1. 3.

복한, 증국과 경제 및 기습지원 협정

중국이 지난해 5월 북한과 체결한 조-  
중 경제 및 기술지원협정을 통해 1996 
~2000년 5년 등안 매년 50만톤( 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 
으로 보인다고 통일원이 분석했다. 
한국일보 97. 1. 10.

‘두만강개발회의’ 5개국 실무접촉

두만강개 발계 획 투자보장 워 크숍이 남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 회 원 
국 및 두만강개발계획 관계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15일 2박3 일 일정으로 베 
이징에서 열렸다.
한국일보 97. 1. 16.

중국 공무원 결탁 한국여권 위조 성행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공무원들과 
결탁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한국에

가려는 조선족 동포들에게 파는 전문 
사기단에 대한 수사를 중국 당국에 요 
청했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사중을 발급받아 적발된 건수는 
4 백여 건, 위조 법무부 사증발급증명서 
적발 건수는 2백여 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겨레 97. 1. 15.

중■한 결혼비자 발급업무 재개

지난해 11월 중단됐던 중국의 조선족 
미혼여성들에 대한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의 결혼비자 발급 업무가 13일 
재개됐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5월 위 
장결혼 방지를 위해 새로운 국제결혼

절차를 마련해 지난해 11. 8일부터 시 
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중국 외교 
부가 조선족 여성들의 미혼 여부를 확 
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증명 
서 발급을 하지 않았었다.
한국일보 97. 1. 14.

대만 핵 폐기물 북한 폐광에 매립

대만전력공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탄광지역에 총 20만 배럴의 핵 폐기물 
을 이전, 매립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모두 2억2천 
여만 달러를 주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중앙일보 97. 1. 21.

한국 정부 ‘대만 핵 폐기물’ 외교 공조

정부는 대만이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을 철회하라는 우리 측 요구를 거절함 
에 따라 미국，일본，중국 둥 주변국과 

의 공조를 통한 대(對) 대만 압박 등 다 
각적인 외교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국민일보 97. 1. 21.

중국에서 한국인 여권 분실 급증

중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의 여권 분 
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분실 여 
권의 상당수는 밀매 등을 통해 중국인 
등의 제3국 밀입국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중(駐中) 한국대사관이 밝혔 
다. 분실 여권은 한국과 비자면제협정 
이 해결된 서방 선진국 둥으로 밀입국 
하려는사람들에게 최고4만위엔(한화 
4백만원)에 팔리고 있다. 때문에 여권 
을 지 닌 한국인들이 날치 기, 강탈 둥 범 
죄의 표적이 되거나 불순분자의 한국 
침투 등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국민일보 97. 1. 25.

대민_북한 접촉 경고

선궈팡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의 
북한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에 대해 “북 
한이 어떠한 나라의 핵폐기물을 운송 

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매우 
민감한 문제” 라며 “ 대만이 이번 기회 
를 이용해 한국 및 북한과의 직 접 대화 
를 통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파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 97. 1. 28

중국어문선교희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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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關係戶)
중국의 경제부문 혹은 기타 직장 생활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국가 이익을 위반하 

면서 직권을 이용, 사사로운 거래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  자P i  刊 (走後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개혁 

개방이 실시된 이후 더욱 자주 사용되고 있다. 사회주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이용,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부정적인 풍조를 일컫는 데 주로사용된 
다.

*  싼 I W ( 向錢看)
오로지 자신의 금전적 이익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원 

래 이 단어는,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당 전체의 사상을 해방시키고 실사구시하며 
일치단결하여 앞으로 전진하고，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 
한 데서 나온 “앞을 향해 보다{ 向前看)”의 변용이다. 일부 사람들이 ‘向前看’을 ‘向錢看(돈 
을 보다)’로 부르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 전체를 휩쓸고 있는 돈벌이의 물결을 잘보여준다.

*  각이여하연(待業f 후)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의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일시적인 분리 현상으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공급과잉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취업을 기다리는 상태를 ‘초기적 실업’이라고도 부른다.

*  지 " f두(走I買)
학생들이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생활은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에 

서는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개혁 개방 이후 학생들 
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많은 대학에서 이른바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저우두성(走讀 
生)’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의 대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이들의 숫자는 점차증가하 
고 있다.

O 참고자료
• r中國百科」, 동아일보사
• r最新 中國用語 . 悄報辭典」, 극동문제연구소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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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정기세미나

중국복음선교회 부설〈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는 4월 정기세미 
나를 개최한다.

주제: 현대의 중국선교-  최근 중국 상황과 중국선교 

강사: 조나단 차오(국제 중국복음선교회(CMI) 총재)
장소: 중화한성교회 소예배실(정동 경향신문사 옆)
일시: 1997년 4월 24일(목) 저녁 7시〜 9시 
참가비: 5천 원 

자세한 문의는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로 
TEL 02)318-3956

오픈도어 ’97 선교대회

오픈도어선 교회에서는 국제 오픈도어선 교회 중국사역 책임자인 
자니 리와 김성태 교수를 강사로 ’97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주제: 핍박 속에 부흥하는 교회 

일시: 1997년 3월 17일〜18일 저녁 6시 
장소: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 
강의: 자니 리-  "중국선교의 경험과 현황”,

“바람직한 중국선교 방향'
김성태-  북한교회와 선교현황 및 바람직한 선교 방향 

참가대상: 선교관심자 및 헌신자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오픈도어선교회로 
TEL 02)403-6/9/

OMF 월요선교학교

한국 오엠에프는 선교사의 생활과 자기관리 등 타문화권 선교사 
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월요선교학교를 개최한다.

기간: 1997년 3월 17일〜6월 16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6시 

장소: 한국오엠에프 훈련원 
대상: 선교관심자, 선교헌신자, 신학생 
훈련비: 15만 원(부부는 12만 원씩)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엠에프로 
TEL 02)563-7574

오픈도어 화요선교학교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선교 관심자 
들을 위해 선교학교를 연다. 특히 북방과회교권 선교 관심자들의 
참여를 바란다.

기간: 1997년 3월 봄학기(창의적 접근지역)
1997년 9월 가을학기(이슬람)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人|~ 9 시 30분 
(주 1회 수업, 3개월 과정)

장소: 혜림교회(지하철 5호선 둔촌역에서 5분)
회비: 봄학기 12만 원, 가을학기 15만 원 

자세한 문으I S! 신청은 오폰도어선교회로 
TEL 02)403-6797

GMP 제7기 선교 오리엔테이션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에서는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돕고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자질개 발을 목표로 선교 오리엔테 
이션을 실시한다.

기간: 1997년 4월 7일〜 6월 30일 
장소: 서초동 영화교회
대상: 선교관심자, 선교헌신자, 선교사후보자 
신청방법: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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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2만5천 원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개척선교부로 
TEL 02)556-9130(담당: 박광희 간새

GMP 타문화권 선교적응훈련(FETC>
한국해외선교회는 타문화권 선교의 전반적인 내용 및 영어 훈련 
등, 타문화권 적응을 위한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97년 3월 31일~ 6월 23일 
장소: 마닐라 GMTC 훈련원 
지원자격: 타문화권 선교에 헌신한 자 

자세한 문의는 FETC로 
TEL 0345)408-6950

GMTC 제15기 선교사 훈련생 모집

한국해외선교회는 장, 단기 선교 경험자와 특수분야 훈련과 기본 
적인 선교훈련을 받을 분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1997년 8월 25일시1월 29일 
모집인원: 30명 
원서마감: 1997년 5월까지 

자세한 문의는 GMTC 선교사훈련원으로 
TEL 02)64ᅡ3197

GMP ’97 터키 비전트립 훈련생 모집

타문화권 선교사 적응 훈련의 하나로, 이슬람권 사역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 이슬람의 선교사역의 원칙 등 선교사의 현지 
사역 준비를 위한 비전트림을 갖는다.

기간: 97년 7월 말〜 8월 중 3주간
인원 및 비용: A팀- 터키, 불가리아{15명, 180만 원)

B팀- 터키, 아제르바이잔(15명, 190만원)
신청마감: 96년 5월 31일

자세한 문의는 GMP 개척선교부로 
TEL 02)556-9138

KWMT1 제5기 선교사 후보생 모집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세 계선교협의회 
(KWMA) 산하 세계선교훈련원에서는 학문적 깊이와 오랜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수진들을 강사로 초빙, 공동체 선교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1 학기-  1997년 3월 24일〜 4월 25일 
2 학기-  1997년 5월 6일〜 6월 5일

장소: 명성교회 하남선교관(TEL 0347-791-7557)
자격: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 위탁하는 선교 소명자 
등록마감 2월 20일 

자세한 문의는 세계선교협의회으로 
TEL 02)363-7091 FAX. 02)393-8462

바울선교회 선교사 모집

한국바울선교회에서는 제16기 공동체훈련을 거쳐 타문화권 선 
교사로 일할 일꾼을 찾는다.

서류마감: 1997년 3월 1일까지 
서류접수: 바울선교회(서울, 전주)
훈련장소: 필리핀 바울선교회 훈련원 
훈련기간: 8개월 

자세한 문의는 바울선교회로 
TEL 02)3672-2037, 0652)254-8417

의료선교교육훈련원 훈련생 모집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부설 의료선교교육훈련원에서는 제 7 
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의료선교에 헌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훈련기간: 1997년 3월 8일 ~  6월 21일 
훈련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9시 
장소: 의료선교협회 강의실(서대문구 아현동)

자세한 문의는 의료선교교육훈련 원으로 
TEL 02)312-8681

GWM 화요 제자훈련학교

갈릴리세계선교회(GWM> 제자훈련원에서는 2년 동안 4단계 과 
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제자 훈련을 실시한다. 

자세한 문의는 갈릴리세계선교회로 
TEL 02)420-1450, 424-1144,1244

갈릴리세계선교회 간사 모집

갈릴리 세계선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드려 하나님 나라 
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헌신할 전임 간사를 모집한다.

사역분야: 제자훈련’ 의료선교’ 국제선교’ 문서선교’ 사무국 
인원: 10명 

자세한 문의는 갈릴리세계선교회로 
TEL 02)420-1450,424-114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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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용 문서목록

본지는 이번호 특집 『중국 교회와 지도자』와 관련하여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용으로 
쓰이고 있는 중문판 문서목록을 자료실에 싣는다. 여기에 실린 책들은 주로 대만이나 
홍콩 등에서 발행하는 신학, 훈련교재이며 대부분 서구 문서들의 번역본이다.

이 외에 더 많은 적합한문서들이 있으나, 우선 중국 교회에서 가장필요로 하는 책들을 
선정하였다. 여기에 기재된 문서를 중국 교회에 전달하거나 훈련용(국내 중국인 사역용 
도 가능)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은 안내되어 있는 출판사로 연락하여 주문할 수 있다.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고 바란다.

[ 吧  사오우ᅵ2 ᅵ(校 園 廣 일 ^ I 는 소핵자

원 제 목 한글 제목(번역) 저 자 내 용 가격
(us$)

當代護敎手冊 현대 기독교 변중 핸드북 NORMAN LGeSLER 

RONALD. ML BROOKS
기독교의 교리를 변증한 11가지 문제 13.65

當代信仰資踐手冊 현대 신앙실천 핸드북 75명의 명교수와 작가들의 실천신앙에 대한 견해 21.45

當代基督十架 그리스도의 십자가 JOHN RW .STOTT
십자가의 의미와 그로 인한 성취，십자가를 묵상하는 
생활 13.3

當代聖靈工作 오늘날의 성령의 사역 JOHN RW .STOTT 성령의 약속과 충만，열매와 은사 등을 연구함 3.9

當代信仰手冊 라이온스 신앙 핸드북 ROBIN KEELY 편저
다른 신앙전통의 소유자ᅳ9명의 편집팀ᅮ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집필한 책. 기독교 신 앙 모 든  측면을 
연구함

31.2

認識聖S 的能力 성령의 능력을 알자 DAVID MHOWARD 성령체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쓴 책. 3.35

認識聖經 성경을 알자 STOTT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성경의 권위 등을 논하다. 5.3

認識敎會 교회를 알자 MICHAEL

GRIFFITHS
성경의 교회관 및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바 
르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 4.6

認識永生神 영원한 하나님을 알자 RT.FRANCE 성경신학의 대표작 3.7

認識解經原理 성경해석 원리를 알자 陳濟民 독자들의 조직적인 성경공부 능력을 향상시키는 책 4.25

認識主基督 예수그리스도를 알자 RT.FRANCE 기독론 5.4

認識基督敎敎義 기독교 교리를 알자 BRUCE MLNE 조직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분석 11.65

認識上帝的國 하나님의 나라를 알자 GEORGE ELDON 
LADD

객관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탐구 4.7

認識新約神學 신약신학을 알자 LEON MORRIS 신약성서를 토대로 각 권의 신학사상을 토론 15.55

認識三ᅳ神論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자 ALISTER

MCGRATH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 진리 
를 우리가 왜 믿어야만 하는지를 알려준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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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 목 한글 제목(번역) 저 자 내 용 가격
(US$)

佈道神學 전도신학
복음과 지상명령의 본질을 설명하고 신학을 기초로 
복음전파를 행동으로 하는 전도신학이야말로 교회 
성장의 열쇠임을 알려줌

3.9

辩別聖S 與邪靈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다 吳恩薄 성경말씀과 저자의 실제 체험기로，성령과 사단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줌 2.45

全權之神 전능하신 하나님 JAMES BOICE 성경의 완전무결성과 하나님의 속성 및 창조 사역 6.5

基督敎要理精華 기독교 요리 모음집 ZACHARIUS
URSINUS 성경의 모든 진리를 성경말씀을 인용해 증명함 2

루期基督敎會簡史 초기 기독교 교회 역사 HARRY RB0ER 초기 교회 역사에 대한 소개 485

靑年信仰問題 청년들이 알고 싶은 
신앙 문제 吳恩搏 교회의 유명인사50명을 초청하여 청년들의 신앙문 

제를 상담 43

從 a t  到信仰 두려움에서 믿기까지 M ARTIN JONES 구약 하박국서에 대한 해석 2.75
保羅 사도바울의 생애 JOHN W.DRANE 바울의 생애 9.15
耶穌與四福音 예수의 생애와 4복음 DRANE 예수의 생애 9.95

早期敎會生活 초대교회 생활 DRANE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실록. 화보가 있어 독자 
들의 이해를 돕는다. 9.15

新約書信讓經講義 신약성서 강의집(총10권) 酿 道 중국 성도들이 즐겨보는 신약 서신서 강의집
丁道爾新舊約聖經 
註棒創世記 신구약 성경주석(창세기) DEREK KIDNER 강력한 복음주의 주석이다. 7

n

約伯記
" (욥기)

FRANCIS 
I. ANDERSON 9.4

n

傳道書
"  (전도서)

MICHAEL A  
EATON 4.85

n

雅歌
" (아가서) LOYD CARR 6.65

n

使徒行傳
"  (사도행전)

I. HOWARD 
MARSHALL 11.4

n

羅 馬書
"  (로마서) F.F. BRUCE 7.3

n

雅各書
"  (야고보서) DOUGLAS MOO 5.75

n

帖撤羅尼迦前後書
" ( 데살로니가전후서) LEON MORRIS 5.45

n

哥林多前書
" (고린도전서) MORRIS 7

//

啓示錄 "  (계시록) MORRIS 7

末世大災難 말세의 큰 재난 黃丹尼 성경의 예언과 말세의 큰 재난을 논함. 5.45

辩別異端邪說 이단사설의 분별 吳恩薄 몰몬교，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키 
움- 5.85

대만 샤오위엔(校圍)출판사
주문서(Self Mailing Order Form)에 주문자 성명，단체명，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수표번호, 그리고 책을 운송받는 방식 
(선박, 항공)과원하는 책의 제목，가격，수량을 적어 대만 사오위엔출판사에 보내십시오. 타기독교 출판사의 문서도 샤오위엔출판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책 제목과 저자명，출판사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 校園書房出版社 RO.BOX 13-144 Taipei, Taiwan RO.C.
전화: 02-365-3665 팩스: 02-368-0303 
수표의 타이틀은 Campus Evangelical Fellowship

我喜歡梅花 / WO xlhuan m6ihua. (워 시환 메이호h) 저는 매화를 좋아합니다. 119



오(天D s E : 시0 1ᅵ八1 일^ᅵ는  소핵자

원 제 목 한글 제목(번역)
가격

(HK$)

加拉太書硏經+ 法 갈라디아서 연구 46

新約文件可靠嗎? 신약은 믿을만한가? 43

讀經輔輯 성경 스터디 가이드북 18

舊約信息 구약연구 36

聖經與末世事件 성경과 말세의 사건 50

新約珠壤集 신약 용어 해석집 43

預言淺釋 예언 해석 36

新約信息 신약연구 38

問題重重-林前自學硏經 고린도전서 연구(자습서) 33

聖靈的工作 성령의 역사 38

末世預言綜黄 말세 예언 연구 50

簡 易 讓 經 與 法 성경읽기와 해석방법 54

聖經問題解答 성경 1문1답 50

耶 督 的 神 躍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60

小先知書講親上)(下) 소선지서 강의(상하) 116

太前後書註釋 디모데전후서 주석 70

兩約之間 성경 중간사 연구 36

四福音註釋 사복음서 주석 90

敎會敎育事工簡介 교회 교육사역 소개 32

宣敎學原理 선교학 원론 33

敎會兒童敎育事工 교회 주일학교 사역 37

栽培手冊 양육(제자훈련) 핸드북 8

ᄎ衆聖經百科全書(修訂本) 성경백과사전(수정판) 228

聖經新辭«  上) 성경신사전(상) 380

聖經風俗習慣 성경의 풍속과 습관 72

總體辯道學(ᅳ) 基要篇 변증학 총론(개론편) 55

(二) 哲學篇 (철학편) 65

(三) 宗敎篇 (종교편) 82

(四) 文化篇 (문화편) 77

硏經導讚塞 観38초) 성경공부 가이드총서(총38권) nl ᄌ나
申命記，約書亞記 等 신명기，여호수아 둥
天道聖經註 H28*) 천도 성경주석(총28권)

羅馬書，希伯來書 等 로마서，히브리서 등

흉콩 톈다오출판사{天道書楼:TIEN DAO PUBLISHING HOUSE LTD.)
전호ᅡ나 팩스로 연락한 뒤 구입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주소: 香港九龍土瓜灣貴州街6號 東方報業ᄎ度 10않 天道書樓 
전화: 2362-3903 팩스: 2774-3756

120 好물嗎? / H5ok^n ma? (하오칸 마?) 예뽑니까?



흉콩 수오(宣 1)窗E:AI°IIA1 알1이는 문서

원 제 목 한글 제목(번역) 저자 가격 (HK$)

能力的湊灌 능력의 원천(구약 성령론) SIMPSON 22

列또與先知 구약시대 열왕과 선지자 SIMPSON 30

約翰福音講義 요한복음 강의 賈玉銘 40

由初信到成長 초신자에서 성장하기까지 隨 道 26

新約綜 R 신약개론 滕 麵 80

前車可鑑 프란시스 쉐퍼 60

舊約精 實 구약총론 JOHNSON 140

新約精 賢 신약총론 JOHNSON 100

約翰福音證釋 요한복음 해설 馬有藻 42

字裏藏珍 신구약 용어 해석 J. PACKER 40

傳道書主題語釋 전도서 주제 해석 馬有藻 28

活在聖選中 성령 안에서 살자 J. PACKER 54

ᄉᄉ聖經註 ffᅳ以赛亞書
The Everyman's Bible Commentary(성 경주석) 

이사야서
ALFRED MARTIN 25

ᄉᄉ聖經註釋約書亞記
//

여호수아서
IRVING L.JOHNSON 25

ᄉᄉ聖經註釋耶利米書， 
耶利米哀歌

//

예레미야서，에레미야애가
IRVING L.JOHNSON 32

ᄉᄉ聖經註釋以西結書
//

에스겔서
RALPH ALEXANDER 34

ᄉᄉ聖經註釋 
士師記，路得記

h

사사기, 룻기
ARTHUR LEWIS 28

ᄉᄉ聖經註釋 //
HERBERT WOLF 28

哈該書，瑪拉基書 학개, 말라기
ᄉᄉ聖經註釋 
約拿書, 那鴻書

"

요나，나훔
WILLIAM L.BANKS 26

ᄉᄉ聖經註釋系®  申學 
(一) 聖 纖

조직신학 (1)성경 章力牛. 60

(二) 上帝論 조직신학 ⑵하나님 a 138

(三) ᄉ類論 조직신학 (3)인간 n 76

(四) 基督論 조직신학 (4)그리스도 ii 50

(五)聖靈論 조직신학 (5)성령 n 56

(六)救恩論 조직신학 (6)구원 n 50

(七) 敎會論 조직신학 (7)교회 n 60

(八) 末世論 조직신학 (8)말세 ii 50

쉬엔다오출판사{宣道出腿: CHINA ALLIANCE PRESS)

홍콩 쉬엔다오출판사에 전호ᅡ나 팩스를 보내어 구입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주소: China Alliance Press P.O. BOX 72289 Central Post Office Kowloon, Hong Kong 
전화: 2782-0055 팩스: 2782-0108

是啊, 挺好看 I Shi a, tTng haok̂ n. (스 아, 팅 하오칸.) 네, 아주 예뽑니 다. 121



CCL(福音證主協會}에八1 빌건이는 소책자

책 제 목 내 용
每日天相 매일 한 편의 묵상이 실린 큐티(Q T )교재.
小天路客 한 소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우화 형식의 간증
敎會歷史名ᄉ錄 역대 기독교 명사들의 기독교 역사상에 남긴 공헌

眞理與異端 진리와 이단의 차이를 밝힌 책. 신신학, 천주교, 여호와증인, 몰몬교, 제칠일안식교 및 기독교과학 
회 둥의 이단에 대한 논설

信心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
靈程 크리스천의 구원, 승리, 영광에 이르는 3단계
奇妙的誕生 성탄의 의미를 서술한 책
詩歌三百首 중국내 성도들이 즐겨부르는 삼백곡의 찬송가를 모은 찬송집
生活指南 구원의 기준과 구원받은 후 마땅히 해야할 일을 설명한 책
聖靈的工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
答a 你的問題 초신자가 갖기 쉬운 삼백여 가지의 문제와 답안
有效的弟告與讓經方法 기도와 성경을 읽는 원칙과 방법에 대해 서술한 책
門徒訓練 성경에 기재된 주 예수와 바울의 제자훈련 방법을 알게 함
敎牧學 (1) 교회생활에 대한 가르침
敎牧學 (2) 교회생활에 대한 가르침
神攝奇事 이적과 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佈道與栽培 전도와 양육의 방법
講道學 설교방법
敎牧書信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基督敎敎育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내한 책자
約翰福音 요한복음에 대한 개략과 해석
保羅書信 바울서신에 대한 개략과 해석
舊約歷史 (1)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대한 개략과 해석
舊約歷史 (2) 레위기, 신명기에 대한 개략과 해석
S  約歷史⑶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대한 개략과 해석
舊約歷史 (4) 사무엘상하에 대한 개략과 해석
舊約歷史 (5)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에 대한 개략과 해석
舊約歷史 (6)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한 개략과 해석
哥林多前書硏讓 고린도전후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羅馬書講義 로마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異端！̂端 이단과 극단의 착오에 대해 살펴봄
智慧書 지혜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生活之趣 성경구절을 이야기와 비유의 형식으로 해석함
天路歷程(圖解) 크리스천이 종종 부딪히는 신앙경험을 그림과 비유형식으로 표현
主 W 文主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대한 이해
怎樣*  告 기도의 의미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怎樣讓聖經 성경연구와 이해방법에 대한 지도
聖經S 理與信息 성경 각 권의 기본진리와 중심 메시지
中國文化與基督敎思想 유불도를 비롯한 각종 사상을 기독교 사상과 비교연구한 책
回敎街言主的難處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신앙차이를 설명
費盛的恩典 존 번연의 생애를 서술한 책
聖經詞* 성경에 나오는 특수한 용어를 주제화 방식으로 설명한 책
基 督 敎 信 要 기독교의 기본 신앙에 대한 이해

122 I 天氧好不好7 /  Tianqi hao bu hao^ (티엔치 하오 뿌 하오?) 날씨가 좋습니까 |



책 제목 내 용

解經與硏經(合訂本) 성경해석과 연구에 대한 원칙과 방법
解經原理 성경해석의 정확한 방법
信仰要道(合訂本) 성경의 기본진리
聖經光亮中的選恩運動 크리스천의 성령운동에 대한 정확한 태도
靈命} ^ 기독교 영적훈련의 지침
初信 i t 짧 초신자가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성장을 하도록 돕는 책
兩性之間 성경, 심리，의학의 관점에서 본 성(性)에 대한 정확한 태도
ᄉ際要則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원칙
金 *통 在 ᄈ 子 裏 성경의 언어에 대한 가르침
終身ᄎ事 혼인에 관련된 가르침

救恩三部曲
구원의 세 과정，즉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고 사랑으로 거룩하여지며 소망으로 영화롭게
되는 진리를 설명함

神的工ᄉ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모범적인 하나님의 종
領受從上頭來的能力 성령충만으로 얻는 능력
新生命 「大使命門徒訓練」시리즈 중 첫 단계인 전도용 성경공부교재
新生活 r* 使命門徒訓練」시리즈 중 두 번째 단계인 양육용 성경공부교재
眞理十二課 12과로 된 성경 기본 진리로 제자훈련하는 교재

훙콩 CCL(福音證主墙會)에서 발간하는 소책자
위의 책자는 중국어문선교회 CCL협력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품절로 구비하지 못한 책이 있을 경우도 있으니，미리 연락을 주셔서 
확인 바랍니다.
구입 및 연락처: 중국어문선교회 CCL협력부 차이나 간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02)594-8038

比作天好? / BT zu6tian hao. (비 주오티엔 하오.) 어제보다 좋습니다. 123



1 ^ * 1  성도들이
협生ᅵ 시 *  기마  S | 교 ® | A L | I카
•  ® T a  M B

중국0I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3 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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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S  0 2 ) 5 9 4 - 8 0 3 8

LLL 소*화자 소개

眞理的尋索
(B asic  Christianity 기 독 교 의  기 본 진 리  )

존 스토트(J.R.W. Stott-) 저/ 시에쯔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體字) 판

존 스토트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총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 
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 
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유학생)들을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 문선 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124 冷不冷 /  L6ngbul6ng? (렁 뿌 렁?) 춥습니까?



0 | 렵다고요 ?

A S ■ 의  해 한

O  0  B

승리의 생활로 큐티를 시작해 보세요!

날 마 다  에 수 님 과  함 께  하 는  OT 
승 리 의  생 활 에 는 ......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위 
해 세계선교정보와 선교회 소식 

및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싣고 있̂ ■
성경 본문과 묵상기록란이 나란 

히 위치해 있어 묵상하며 기록하 

기^ ^ .

0

0

0

묵상 질문과묵상정리가 있어서 
큐티 초보자들과 신앙 초년생들 

에게 말씀 묵상하는 법과 함께 

성경의 풍부한 메시지로 인도해 

준다.
시，예화，묵상을 위한 글，신앙간 

증，칼럼，영화평 등 신앙생활을 

일깨워 주는 다양한 장르의 글들 

을 싣고 있다.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1 1  n B -  또0 1 2 3 J 1  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3-2(137-063)



동아시아 선교회
£ 4 浙East Asian Mission) EAM은 1984년 소수의 재미교포 대학생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선교제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결실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사역을 위해 미연방정부 

비영리 교육문화 사회 법 인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1989년 한국후원회가 결성된 후, 1992년 7월 한국에서도 

동일한 정신으로 복음주의적 초교파 기독교 기관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현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사역의 방향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선교적 자원의 발굴과 세움을 위하여 

금년부터 공개적 사역을 위해 

EAM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AM은 아시아 주요지역의 신속한 복음화 및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건전한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발굴, 그들을 잘 성장시켜 섬기도록 돕는 일이라는 

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현지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EAM을 성기는 분들

고문/ 신복윤 

자문위원/ 이원설 정동구 

이사장/ 정화영 

부이사장/ 오덕교

감사/ 이병식

실행이사/ 구자우 김정우 문성배 박영선 

박은조 박초영 박해자 안대욱 오덕교 유영기 

이경란 이성희 이천성 정삼지 정화영 

원장/ 안대욱 

선교사/ 현지: 김영인 김경수 서정헌 

안대욱 문경숙 하애인 

본부: 정현진 이미숙 

협동선교사/ 현지: 이주명 천연랑 

신요한 채하경 
본부: 김영식 임미숙 이기도 고명자 

총무/ 정현진 

간사/ 조안나 박화빈 박인철 

협동간사/ 이기도 문선일

2.
3.
4.
5.

현지 중심의 제자훈련과 단순화된 신학교육을 통한 교회지도자 양성

현지 교회 지도자 양육을 위한 신학교재 개발 및 출판

각 학교와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연구, 기도모임 운영

단기 선교학교. 단기 현지적응 선교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양육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 발굴 및 훈련 파송 

(선교훈련원 운영)

EAM의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바!}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48-16 상일빌딩 5충 

하  02-878-3750, 878-375KFM겪용)

126 今天很暖和 / Jintian h6n nuSnhuo. (진티엔 헌 누안후어.} 오늘은 따뜻합니다.



八 i n 도 사  
L

아 니 |

L

중 극 ^ 그  소 ᄀ !]자  시 리 즈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오卜 국? 卜/조나단 차오 저 1,500원
2. 중국어성경 번역소人卜/  中文聖經信譯會 저 1,500원
3. 만남 /  中illfc 會中心 저 2,000원
4. 전도중국어 /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 1,500원

중국。| 학습 그지I

1. 使徒信經, 主禱文 오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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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的第一本聖經 ^500원
(Tape: 1,000원)

5. 人복음서(現代中文譯本) 낭독 Tape:12개 12,000원
6. 信仰讀本 5,000원

(Tape 2개:2,000원)
7. 中國語 신약성경(和 合 ;^한 어 병 음  표기) 10,000원

(Tape 16개:20,000원)
8. 中 ■ 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토 출판사) 700원
9. 중국어 신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25,000원
10. 중국어 찬양 Tape

♦  足脅(사랑은) 3,000원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오ᅡ는 나의 목자시니) 4,000원
♦  我的中國心(나으I 중국 마음) 4，500원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무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무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 의: TEL 02) 535-4255, FAX. 599~2786(담당 김수미 간새

今天ᅳ點兒也不冷 I Jintian yidiar ye bii ISng. (진티'엔 이디얼 예 뿌 렁.) 오늘은 조금도 춥지 않습니다. 127



중국을 사^하는  이들으！ 동 ^자

1997t3 3°4S호f통권0 회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 집 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이민선 

권수영 김은회 안정숙 
편집디자인/ 정광숙 
광고 •홍보/ 이준석

중국A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7년 2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전흐卜: 0344)906-9191 〜4

3(/4500LJ 
It? 정기구독/ 24000인 

공국01문신：고인
본부，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이호
전 호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CCL 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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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 정보제공
<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 
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 
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 
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 
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 PC 한려9t, •명

sinim

중국 2 V  又ft자상f 행  성2人卜

° i^ i  특입 “중국 2m  지£入r v >  内*(생人 1, °i 제 중국 2학에 디만 

-r^n 따가 h 느m i m .  타  m  지도자
무족라 서때엔  당정01 각는 5 치기’i  °|2 ^는 ^  합 m iv
그험다2 히̂1 ° ( i ° i  목 m  2V, 성2엔 1, 성2人동문 환정金 w 
는 f r  °tLn  5국 2 i R  °1적̂  ^ni\ 얏아 내| q 로의 해■받곡도 物 , 
스스£ °| 낭방i 극복*f■기 41*11 노적하2 캇다■는 ^i-?2.|£ H -n

22-12 V 국 2V I  비 *K!n 人 (꾸 발  끼  5국 2il  ‘성에디(’ 
、°1*«^2 어정게 ° H i  £ i  T P I-i  人 H

띠nt ° \ \ i  지1군如여 T t V H  v m  작*/(寻목익 2 ‘쎄
디f °12-1 If•지 언에人 1 Cf-i 성향|  가지2 狀  5탄 o|£i ^
중국 n m  약2 향  가장 2 op/cj or^ m  % c t  ^

■T̂ -nt °1apll ° l i i  진정 중국 2Wt 州 는  H

°ti 1̂ 인  ° 표af 유애어  H \ hP n  폐기보다는, 중국
2m  ■好 2m  형적로01 두는 자에i  계속 ^ i m i ^  w  성2 사 

2 m  c, t m ^ ^ t i oi ^  손*1 중국 2 ^ i i 2  ^ 4  ^  
든든합 <yĤ ° i  익어주어야 h v ° n  ° i v i  i s  i \ i ° t  聰  ^ °i  아니 
다. 성2人(•다^  2%  2112 중국 지도자용우I향 ^  21대  중!2기£가 
중국 2밖  통튼*, 하2, 1 국 현  복하  세계 는 차

H ~H°I z ^ m  때? 0i[h

국£1 정기구독료 (1^)

1 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일본, 흉콩，대만，마카오
책값 24,000원, 우편료 10,950원，합계 34,950원
필리핀，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4,000원，우편료 13，950원, 합계 37，950

미국, 호주，캐나다，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네팔，파키스탄 
책값 24,000원，우편료 18，150원，합계 42,150원
유럽，중남미，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24,000원，우편료 19,050원, 합계 43,05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중국울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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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율 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둘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 경제 , 人h회 ,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오ᅡ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 
입니다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이호)

137-069

받는 사람

중국율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r 중국읕  주께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엽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으신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직접 전화(02-533-5497, 02-592-0132, 담당자  정광숙  간사)를  주시면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료를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지로번호 :  7 6 0 2 3 6 2

& 3 A 1 /  긍국A  주께로 독7 드( T 9 9 7 h !  3  4 « 호)

귀하의 의견은  r 중국율  주깨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r 중국율  주께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r 중국율 주께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정기구독 신청서(전화신청 및 문의 :  정광숙 간사 Te l. 0 2 ) 5 3 3 - 5 4 9 7 ,  0 2 ) 5 9 2 - 0 1 3 2

1.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

□  신규구독  □  재구독

*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

□  1닌 24,000(6권) □  2년
2.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배율주소(우  -  )
전화 : ( 집〉 ( 직장 )

교회명
기타  요망사항

□  주소변경 

19 년 월부터
48,000(12권 ) □  3 년

( 남, 여 )

팩스:

19 년 월까지 

72,000(18권)

직분

3. 주소변경 ; 성명 전화

변경주소(우  -  )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膀과 눈으로 测지기 원합U 다
희어진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중국 교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와 평신도를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예!i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A  인0 N 는 분온 1닏(6£!) 구독료 2 4 0 0 0 2 J A  
정화^  주소2J 함께 보내주십시오

전화: 02)592-0132, 533-5497/팩스: 599*2786/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이호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회지구독이라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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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 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벌목장에서 ■시베리아 벌목징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 
1 ! ! ^  옴으로 柳 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아1

대 制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로 
북한주민 귀순하게 됐습니다"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히려고 했습니 
러시아의 다 그런데 우면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시골주부 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중국교회 극동방송과 아H1 아빙송을 들으며 믿음 생휠을 한딥니

지도자 다 어느 한 집에 리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
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합창(친송)이 끝난 
북한지역 후에 어느 사림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주민 그후 히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징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 

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a니다'

극 두  방 우  
아에 아방송

[I]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 • 6 . 9 • 1
영 육  구 원

(人아울 320-0283, 0290

m 어느 은행이든 에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정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ᄋ4 °4 이 - 영 육 구 원

기 도 와  천 금 으 로  북 0o민J iE  시 역 에  풍 액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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