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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종교정책 이해와 

중국선 교
장다니 엘

베이징의 숭문문교회

중국 공신정EJI11 종2 ( 기독:2)
중국 종교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 

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삼자교회로 제 
한되고, 가정교회는 불법적인 모임이므로 이 
단집단으로 간주된다. 현재 중국 대륙에는 약 
9천만 명의 기독교 신도가.있는데，그 중 삼자 
교회의 신도는 약 1천5백만 명이며 가정교회 
신도는 약 7천5백만 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복음 사역은 여전히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중국 공산정권은 본질적으로 무신론이며 
유일신을 반대한다. 기독교에 대한 기본정책 
은, 있는 대로 소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절저하게 압제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중공 정권이 기독교에 대응했던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멸기에 해당하 
는 시기는문화혁명 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독 
교인들은 성경을 몰수당하고 구타당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노동개조를 당하고 감옥에 갇 
히며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토록 박해를 받았 
으나 기독교는 점 점 부흥되었고, 성 령 사역도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다. 문혁 이후 중국은 강 
압적인 수단으로 기독교를 소멸시킬 수 없음 
을 알았다. 그래서 종교국의 지도하에 당의 종 
교정 책을 대행하는 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두 
고 여러 가지 규정과 금지사항으로 제한하였 
다. 그들이 내세우는 삼자교회(자치:自治, 자 
전: 自傳，자양:自養)의 표면상의 의미는，중국 
기독교는 어떠한 외래의 자금，자원, 지원, 도 

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제 외부 사람이 기 
독교를 이용하여 중국의 정 책을 침범하는 것 
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삼자회의 요구는 성경의 원 
칙에 맞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계시록에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과 질병을 고치거나 귀 
신을 쫓아내는 이 적과 기사에 대한 설교는 허

4 這位先生, 故您了o / Zh6 w현 xiansheng, gai nin If le.
(저 웨이 시엔성, 까이 닌 리료 j  이쪽분, 이 하 실  차례입니다.



광저우의 따마판교회 예배장면

탁하지 않는다. 둘째, 설교 내용은 반드시 종 
교국의 허락을 받은 후에 설교할 수 있다. 셋 
째, 모든 집회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집회 
할 수 없다. 넷째，일체의 외부 전도활동을 허 
탁하지 않는다. 다섯째, 복음 전도지를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섯째,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교회에 다닐 수 없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종교국의 통치를 받아 
야하는데，종교국 자체는 대부분 종교를 인정 
하지 않는 공산당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래서 처음 삼자교회가 열렸을 당시 중국 기독 
교 인구중 90%는 삼자에 참가하지 않고，단지 
약 10%의 기독교인만 참가했다. 때문에 중국 
교회는 이때부터 확연하게 삼자교회와 가정 
교회의 크게 두 파로 나누어졌다. 동시 에 중국 
정부는 ‘삼자교회’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 
고, 가정교회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단 사설이라 하여 엄격히 타파했다. 삼자교 
회 측에서도 가정교회를 이단 사설로 결정하 
자, 가정교회도 삼자교회를 ‘대음부(大淫婦)’ 
라 정죄하여, 이 때부터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간의 큰 갈등이 시작되었다. 심 한 지역은 수재 
가 났을 때조차 서로 상종치 않으려 하였다. 
특히 중남 지역의 경우 삼자와 가정교회와의 
갈등과 질시가 매우 심하다. 이 것이야말로 중 
국 공산정부의 계략이다. 더욱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계략에 몰아넣고 서로를 상처입 
게 한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믿는 자들끼 리 화합하지 못하므 
로 불신자에 게 웃음거리가 되 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현재 < 삼자>는 여전히 교회 목 
사와 장로의 임직과 이동을 종교국 아래에 두 
고 모두 종교국의 심사를 거치게 한다).

세 번째 시기는표면적 개방기라 할수 있는 
최근 10여 년 간이다. 이시기에 13개 신학원이 
개방되어 표면적으로는 삼자교회의 목사의 
수와 자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모집하는 학 
생수도 적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질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신학원에는 참고서와 자 
료 등 읽을 만한 성경 강해서，신앙서적 등이 
거의 없다(중국은 기독교 자료를 외국에서 들 
어오는 것과 중국 내에서 승인없이 인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신학교의 목사는 60 
세 이상의 고령이며, 신학수준과 영성 수준이 
좋다. 50세 이하의 교수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신학 수준과 영성 정도가부족하다.
전도사나 교사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준이 낮고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매우 크 
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는 

내부적인 부패가 시작된다. 이 것은 중국이 중 
국 기독교에 대한 가장 무서운 독을 퍼뜨리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중국 기독교에 대한 정책 
은 첫째, 가정교회는 비합법적 조직으로 이단 
사설의 종교로 규정하고 ‘옌다’정책에 포함시 
킨다(최근 1997년 3월, 1명의 가정교회 지도 
자가 붙잡혀 사형당하였다). 둘째，삼자교회

», 這邊儿坐。/ Qfrg, zte bianr zu6. (칭, 쩌 비얼 무어J 이쪽으로 앉으세a  ^



에 대하여는 “ 옌관(嚴管:증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한다)” 정책을 채택한다

연자t 중국 쫑2  정책인 성왕에 A1 중국인 
S 읊 A f역 *  이병n il 일  것인가?
중국에서의 복음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수한 전도인이다. 이들은 가정교회와 
삼자교회，삼자신학원에서 모두 필요로 한다. 
또한 더욱 많은 신앙서적의 보급이다. 많은 신 

앙서적은 신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도울 것이 
다. 다음으로 교회의 건립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성도들을 
수용할 더 많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만, 교회를 
지을 만한 경비가 없다. 그러나 교회를 짓기 
이전에 반드시 전도인과 사역자，신도를 일정 
한 수준으로 양육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큰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할 것이다.

중국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통로는 다음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비밀리에 
가정교회와 연락하여 가정교회를 위한 우수 
한 양육 사역자를 보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 
도가 유망한 크리스천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 
거나 세번째로 교사와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 
(대학원)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되 
면 학교와 좋은 관계를 맺고 대학 내의 학생들 
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에 스 
스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모집하여 보내고，다 
시 성도를 양육해서 이들이 다시 중국 전역으 
로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성도의 성경 기초가 부족하여 이단이 
생겨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체포될 가능성 
도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 세 가지

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업투자와 캠퍼스 
사역 등 전문인 선교의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가정교회 사역은 언어관계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중국 가정교회는 한국 
의 전도인을 받아들이 기 어 렵다는 점이 있다. 
더욱이 중국의 중남 지역과 기타 지역에서 한 
국인이 중국인을 인도하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 다. 이 것은 장기 적 인 사역 이 힘든 때문일 
것이다.

안국 :고인는 01청기I 중국에 북&옳 J1!할
것인 가?
장기적인 목표는 중국에 복음이 완전히 개방 
될 때 계획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립하고 교회 사역을 발전시 
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정기간 동안은 개 
방이 불가능하다. 일단 개방이 되면 기독교인 
은 증가하여 중국의 무신론이 자연 와해될 터 
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목표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약 8만 명의 노동자에게 0 -0 - ᅳ1 ᄆ S 전하는 것이
다. 이것은 가장 좋은 기회이다. 중기적인 목 
표는 한국에 온 중국 노동자가 예수를 믿은 
뒤 신실한 전도자가 되게 하는 그들과 중국 
교회가 연합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양육 
으로 그들을 양육한 후 그들이 중국에 교회를 
건립하도록 후원하는 방법으로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 
법이 아닐까 한다.

장다니엘/ 대만인 중국 사역자 
번역/ 김은회•본지 편집기자



선교사의 삶과 사역
선교의 중심축은 선교사의 파송이다.

그러기에 선교사의 파송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일은 파송 후에 

선교사의 살과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장기적 안목의 지원일 것이다.

그것은 선교의 성공여부가 

선교사의 사역의 어떠함에 달려 있고，

이 또한 그들 가정과 일상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선교지가 선교에 불리한 중국과 같은 곳이라면 

데 :1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請照原樣또 I QTng zh^o yu^ny^ng IT. (칭 자오 위엔양 리.) 원래대로 해주세요| 7



특집/ 그P 사외 요P  사역

s s ! 0 H y u i 자, 

중국 비자

하기종

사회주의와 회교국에서의 선교사 체류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슈화된 일이다. 사실 선교사들 
의 선교지에서의 장기체류는 선교사역과 매 
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사역을 
위한 선교사들의 체류 비자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비자 
해결 방안은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방법 
을 들 수 있는가? 또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서는 어떤 체류 방식이 필요한 것인가? 마지 
막으로 비자 해결이 현지생활에 있어 얼마만 
큼의 효과를 약속해 주는 것이며, 그리스도인 
들에게 있어 진정한 비자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 비자의 공류 및 이ᅵ멸 방법

현재 중■국은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승승 
장구하고 있다. 얼마 전 홍콩반환을 무사히 끝 
내고，향후 되찾을 마카오를 넘나보며 정치적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반면 중국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신장(新疆) 과 시짱(西臟티 
벳)자치구, 그리고 대만(台灣) 문제는 중국의 
앞날에 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미국 
을 상대로한 또 하나의 패권주의를 꿈꾸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은 꿈틀거리고 있다. 
얼마전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앞으로 나라의 
안정을 바탕으로 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건 
설에 총 매진해야한다고 역설하면서，이에 따 
라 국방비 예산을 엄청나게 지출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온 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기류를 조심스럽 
게 지켜보고 있다. 아무튼 중국 내부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제까지 재미 보아왔던 개혁 
개방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더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사는 비자문제 
를 생각해야하기에，그 해결방법 역시 다양한 
변수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필자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독자 스스로 선택하여 중 
국 체류에 약간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래 도표는 현재 중국에서 발급하는 비자 
종류이다.

8 小姐, 您是要做頭髮,還是要剪頭髮? I Xj5ojie, nin shi y^o zud t6ufa, h îshi y^o jiSn t6ufa?
(사오지에, 닌 스 야오 쭈어 터우파, 하이스 야오 지엔 터우파?) 아가씨, 머리를 하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구분 통칭 체f t  일 비자의 특성

L VISA 관광비자 30 일 중국여행，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 입국후30일 체류 가능. 
체류기간 연장불가.

F VISA 상용비자

SEL
HKG

30 일 시찰，세미나，박람회，과학기술 문화교류 및 사업차 입국하는 자，중국어 어학 
연수 과정으로 수업일이 6개월 이하인 자에게 발급. 체류기간 연장 가능.90 일

SEL 多次 
180일

상용비자의 특성과 동일하며，6개월 자유왕래 및 체류가능. 단30일 이상 체류 
불가.

심천 多次 
180일

상용비자의 특성과 동일하며，6개월 자유왕래 및 체류가능.

X VISA 유학비자 수업시간
중국언어연수，중국유학，실습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JW202, 입학허가 
서，건강진단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함.

Z VISA 주재원 비자 1 년 기업체의 현지 상사원，주재원 또는 수행가족에게 발급한다.

G VISA 경유지 비자 7일 2회
중국을 경유 제3국으로 이동하는 자에게 발급되며，최종 목적지의 비자 및 
항공권이 구비되어야 함.

D VISA 정착지 비자 중국에 정착，거주，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C VISA 승무원 비자 항공기 승무원, 항운，선박의 선원 및 수행가족에게 발급.

J-1 VISA 특파원 비자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 특파원에게 발급.
J-2 VISA 취재 비자 임시로 중국에 취재하러 오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

위에서 살펴본대로 비자의 종류와 해결방법 
은 다양하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L비자 
를 제외한 F. X  Z비자를 통한 체류가 가능하 
다. “그렇다면 어떤 비자로 체류하는 것이 가 
장 좋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여러 가지 상 
황에 따라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답하기가 쉽 
지 않다. 각 비자마다 장, 단점 이 있기 때문이 
다.

때로는 시간(X비자)을, 때론 물질(Z비자) 
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선교 
사 개인의 사역방향과 범위가 천차만별이기 
에, 이상적 체류라는 말은지극히 상대적일 수 
있다. 그러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중 
국 각 지역 형편에 따라 체류 양태가 다를 수 
있기에 독자는 이미 계획하고 있는 선교지 역 
에 먼저 와 있는 선배 선교사들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정보를 얻는 길이다.

이에 필자의 체류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독 
자 스스로의 정착 모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Z비자(주재원 비자)
필자는 Z비자를 받고 장기체류하고 있었다 
(독자들에게 자세한 소개를 드리지 못함을 양

자료참조 :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을 주께로 7. 8월호

이상적인 체류방안은 전문인선교사로서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다

지해주시기 바람). 필자가 그랬둣이 고비자를 
받은 경우는, 현지 직원들과의 밀접한 인간관 
계 유지，매일 출퇴근 시간 엄수，매월 일정량 
의 경제투자가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사 
업실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은 
중국인들에게 직간접으로 유익을 주어야 한 
다는 말이다.

이처럼 투자해야 할 부분이 결코 간단치 않 
다. 그러기에 필자 역시 한때 깊은 회의에 빠 
진 적도 있다. “내가 선교하러 왔지，이런 일 
하러 왔나?” 더 나아가 선교비 운영경비의 지 
출은 또 하나의 커 다란 짐 이 되 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사역에 있어 제외시키거나 생

我要做頭髮。I m  yko zuo t6ufa.(워 야오 우어 터우파.) 머리를 하렵니다. 9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체류방안은 없는 것인가? 人b실 가장 

효고̂ 적인 방법이 있다면 중국내 한국 투자기업에 적(籍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다

략할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선교사는 반드 
시 폭넓은 사역 안목과 선교적 마인드, 실질적 
인 경 제안정을 위해 다각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x ( 유학)비자

X 비자도 예외는 아닌 둣 싶다. 매일 반복되는 
수업일정(언어연수 과정, 본과 과정)과 연 
US$2，000~5,500의 수업료 지출도 큰 부담이 
었지만, 체류기간이 방학을 제외하고 수업일 
수와 맞물려 있기에 한 지역에서 장기체류 하 
기 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나마 손쉬 운 체 
류방법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본다. 한족과 
소수민족에 관심있는 선교사라면 이 시기를 
언어훈련과 사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선용 
할 수 있다. 대학 4년, 연구생(대학원 과정) 3 
년을 기준한다면 한 지역에서 적어도 7년을 
머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 (상용) 비자

새로운 체류방안으로 F비자를 들 수 있다. F 
비자는 한국내 여행사 대행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고，최고 체류기간은 6개월 이상(1 회 연 
장가능)이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역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는 현지공안국에 선교 
사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지 않고도 중 • 단기 
사역을 할 수 있어 보안유지가 용이하다. 단, 
중 • 장기 선교전략을 세우고 일관성 있는 정 
책수립과 세밀한 선교사역 엔 많은 헛점이 있 
기에 권할만 하지 않다. 이 체류방식은 주로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순회 사역자’들이 사 
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체류방안은 없는 
것인가?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중국내 한국 투자기업에 적(籍)을 두고 활동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내에는 한국 기독 실업 
인이 대다수 투자중이다. 이러한 기독 실업인 
과의 연대전략이 현지에서 잘 모색된다면 이 
것만큼 좋은 체류방법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중국내 진출한 기독 실업인들의 비 
협조 문제와 그들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기독 실업인 중 선교적 안목이 없는 부류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선교에 직 간접적으로 동 
참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불이 
익을 받을까 꺼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 실정이 
다. 더우기 대기업에서의 비자문제 해결은 해 
당 회사의 철저한 ‘인원 편재관리’로 거의 불 

가능하다. 중소기업내 독자투자 기업이 그나 
마 용이한 편이다.

아무튼, 중국내 장기체류를 통한 선교전략 
은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상황이 어렵다 
고 당장 싸워야 될 영적전쟁을 포기할 수 없 
다. 끊임없는 전술전략 개발, 즉 장기거류나 
임시거류를 통한 선교활동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실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신된 선교사들이 자주 중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많 
은 지 역으로 흩어져 나가야 한다. 이 전 동북삼 
성 중심과 대도시 위주에서 서서히 내지(內 
地)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처럼 폭넓은 하

T O 講剪得g - 点儿。I Ung jian de du3n yidanr. (칭 지엔 더 뚜안 이디얼J 좀 짧게 잘라 주세a



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이 비자문제는 다각도 
로 연구, 협력,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 자 문 지 |보 q  사 참 이  문 제

많은 선교단체나 선교사의 최대관심사는 어 
떻게 하면 중국에 손쉽게 체류할 것인가이다. 
사실상 비자문제는 그리 단순한 것만은 아니 
다. 사실 비자해결은 사역 에 있어 하나의 요소 
와 시작일 뿐 선교사의 모든 삶을 대신하는 
‘요술 방망이’는 아니다.

무엇보다 선교사 당사자의 문제가 선결조 
건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얼마만큼 점 
검 받고 선교지로 왔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결 
국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체제조건이라기 보 
다 사람에 관한 문제이다. 필자가 지극히 원초 
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의아하게 생각할 
독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교지 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다.

특히 단순한 열정과 감정적 헌신, 그리고 업 
적 위주의 사역은 사역의 생명을 짧게 만든다. 
또한 동역자와의 분열，모함, 다틈 같은 ‘사람 
의 일’은 체제 문제 이전에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비자 해 
결과 든든한 배경(교단, 선교단체，교회, 개인 
둥)이 선교를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 
들은 선교를 위 한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분명 
선교의 주인은 성 령 하나님 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붙잡혀 일하게 될 일꾼 곧，선교사 
자신의 문제는 전자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선교사 개개인에게 주신 비 
자”, 즉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먼저 확인해야 
함이 옳다.

“하나님이 주신 비자”없이 행해지는 “제도 
적 비자”는 무의미한 울리는 팽과리일 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비준(批准)을 받 
았다면 하나님 께서 선교사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주실 것이다(잠16:1~3). 
선교사에게 있어서 외부적 상황은 그리 문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 
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모든 행사를 이루실 것 
이 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의 모든 행사를 여

호와께 “맡기는(entrust)” 행위와 그분의 인 
정됨이 선결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한사람의 
선교사를 일꾼으로 보내기 이전에 당신과의 
“인격적 만남”을 원하신다. 어떤 면에서 일 
(job m inistry)보다 사람，곧 선교사의 거룩한 
헌신됨과 분명한 소명의식을 요구하시는 것 
이다.

필자가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상 
식적이고 원론적인 문제를 힘써 강조할 수 밖 
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필자도 초창기에 
비자문제로 많은 고심을 했으나, 기적적으로 
비자를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기 
가 지 나자 나도 모르는 사이 에 선교의 원론적 
인 부분, 즉 하나님의 비준을 생략해 버리거나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사역’에 집착하여 기 
술적이고 방법론인 부분에만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필자에 겐 심각한 문 
제였다. 이같은 심각한 매너리즘과 나 자신이 
점점 소진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매우 괴로워 
했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선교사에 게 필요 
한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 
터 허락받은 “소명의식에 관한 하나님의 비 
준”이라고 확신한다. “선교사가 어떻게 소명 
의식도 없이 선교지에 올 수 있겠느냐?”고 반 
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지 이론적이고 절차를 밟은 형태로서 
의 ‘소명의식’이 아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 
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위해 그분의 확인 
(signature)°1 필요하다. 이러한 인격적 만남 
을 통한 선교사 개인의 ‘고백 적 삶’이 필요할 
뿐이다.

글을 맺으면서, 중국선교에 헌신한 선교후 
보생 뿐만 아니라 이미 도처에서 사역을 감당 
하고 있을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 
기를 권면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비자 
(signature)’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나라 
(Kingdom of God)가 요구하는 중성 된 종(마 
2 5 :1 4 ~ 3 0 )으로 살고 있는가? 이 일이야말로 
선교사에게 있어 최선의 비자 해결이 아니겠 
는^}?
하기종/ 중국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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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나기를 결심하 
는데 가장 많이 고심 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자 
녀들의 장래에 관한 일일 것이다.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날 때는 자녀들이 아 
직 어려서 자녀교육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떠 
났다가, 자녀 들이 성 장함에 따라 자녀 교육 문 
제에 봉착하게 된다. 필자도 마찬가지 여서 선 
교지에서 우리 부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 했던 것이 자녀교육 문제였던 것으로 기 
억된다. 최근 들어 한국의 파송교회와 선교기 
관들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선교사의 자녀교 
육 문제를 논의할 때 선교지와 선교사의 상황 
에 따라 관점들이 달라서 모든 사례를 다 논하 
기에는 제약이 있기에, 여기는 중국 선교지에 
서 의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선교사 자녀들의 연령분포 
한국의 중국선교사 파송이 대략 1980년대 후 
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때 그 역사는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97년 현재 중국에 파송 
된 한국선교사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30대이 
다. 대략 전체 선교사의 60~70% 정도로 추정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를 중국에서 출산하 
든지 아니면 자녀가 0V주 어릴 때 선교지에 
오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사와 선교사 자 
녀들 모두 학교 교육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얻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 
된다.

선교사 자녀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인 경우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0대 
초반에 파송된 선교사의 경우 그 자녀들이 중 
고등학생일 경우는 아직까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중고등학교에 다닌다할지라도 
대부분 본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교육 
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 
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선교사 자녀는 비교 
적 보기 어렵다.

선교사 자녀들의 이러한 연령적인 분포를 
감안한다면, 우선 초등학교까지의 학교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어



느 국가든지 대체로 초등학교 학교교육에서 
는 모국어의 습득과 올바른 국가의식을 함양 
하는 데 중점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는 교육 목표를 사회주의 
국가에 알맞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의 선교사 자 
녀를 현지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할 경우 무신 
론 사상을 배우게 될 위험성이 염 려된다. 그리 
고 이 시기는 모국어와 동시에 현지어를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위의 두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에 의해 운영 
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선호하게 된다.

한 국 인  선 교 人 匿 이  밀 집 되 어  있 는  0 0 지 역 의  경 우 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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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교사들의 국적과 자녀교육 
중국 내 한국인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한국 국 
적을 갖고 있지만, 상당수 미국과 캐나다, 호 
주，영국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 
다. 미국 등지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경우는 더 
복잡해서, 부모는 아직 한국 국적인데 자녀들 
은 미국여 권을 가진 경우가 많다. 드물지 만 선 
교사 부부간에 국적이 다른，예를 들면 남편이 
한국인이고 부인이 대만인 또는 싱가폴인 경 
우도 있다. 독자들은 부모의 국적과 자녀들의 
언어교육 간에 깊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교사 부모들 
은 자녀의 모국어를 어느 언어로 할 것인가와, 
장차 자녀 가 살아 갈 나라가 어 디 인가를 심 각 
하게 고려하여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의 방향 
을 결정한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0 0 지 
역의 경우에도 선교사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의 실천에 있어 공감대를 가지고 통일된 
방안으로 힘을 모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 
재한다. 필자도 많은 선교사들과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로 함께 논의 해 보면서，선교사 자녀 
교육의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선교사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와 기 
본정책이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마침 한국 교회와 중국선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선교사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가 
있어 소개할까 한다. 지난 93년도에 개최된 
「제1회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협의회」에 참

석했던 선교사들에 의해 결의된 결의문에서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힌국인 선교사 자녀가 한국인의 얼과 정체성 

을 지키고，한국교회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 

도록하여 장차 살게될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 

이 되도록 한다"1>

필자는 중국 선교사들의 자녀교육의 실태 
를 살피면서 위 목표에 비추어 비교적 바람 
직한 자녀교육 방안들이 무엇일까를 조심스 
럽게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 선교사 자녀들의 초등학교 교육실태 
버프만은「선교사자녀의 생활과 생애」에서

1) 이태웅 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p. 139

不, 請 觀 我 一面鏡子. I Bu, qTng digei w6 ylmî n jlngzi. (뿌, 띠게이 워 이미엔 징즈j  아닙니다. 거울 좀 주세요 13



서구 선교사들의 학교교육 수단을6가지 모델 
로 제시했지만, 93년도에 한국선교사들은 유 
치원, 초 • 중등교육과정에서 선택하였거나 
개발될 수 있는 모델이 12가지나 있음을 확인 
한 바 있다5 필자는 중국에서 한국인 선교사 
들이 선택하고 있는 초등학교 과정의 자녀교 
육 실천모델을 대체로 4가지 정도라고 본다.

현지 학교
대부분 현지에 외국인 학교나 한국인 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현지 학교에 보내게 된 
다. 그러나 현지에 한국인 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중국어 습득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처음부터 현지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의 단점은 
역시 모국어 구사가 힘들고 한국인의 얼과 정 
체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 
러나 한국인들이 많은 모지역이나 P, S, C 지 
역에서 한국인 교회의 주말학교 혹은 주일학 
교에서 한국어 학습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비 
교적 문제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자녀가 현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 
하거나 외국인이어서 놀림을 받는 경우가 있 
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는지 세심 
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지 학교 
를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들로부터 신앙교육 
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무신론적 유물관 교육 
사이에서 고통을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해지 
는 경우도 있다. 공산당 사상교육의 폐해 때문 
에 결국 본국으로 보내거나 외국인 학교로 보 
낸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선교기 
관에서는 선교사 자녀를 현지학교에 보내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한다.

부득이하게 자녀를 현지학교에 보내는 선 
교사라면, 어느 경우보다도 많은 시간과 관심 
을 자녀교육에 쏟아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 
모로부터 받는 신앙교육과 사랑이 크면 클수 
록 현지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선교사는 가정의 신앙생활 
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을 한국 교회의 좋은

2) 이태웅 저,『한국교회의 해외선교』pp.,135-140

신앙생활 전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이다.

현지 선교사 자녀학교 및 외국인 학교 
사실 중국에서 이 런 학교의 설립은 쉽지 않으 
며, 한국인 선교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O O 지 역에 선교사 자녀 교육기 관이 
생겼다. 그러나 교육시 주로 사용되는 언어 관 
계로 두 개의 교육기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 
다.

사실 선교사 자녀들이 국제적 감각을 가지 
게 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 혹은 삼중언어가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들로 
하여금 현지어 또는 국제어인 영어를 탁월하 
게 습득하게 하기 위해 오히려 모국어인 한국 
어 학습을 가정생활에서만 국한시키는 경향 
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인 선교사의 태 
도에 대해서 한 미국인 선교사는 그들의 경험 
으로 충고한다. 모국어는 모국을 떠나면 현지 
어와 영어에 비해 현실적 요구가 가장 약한 
언어가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모국 
어를 먼저 습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국 
어의 발음이나 언어의 사용이 유창하기를 기 
대하기 때문에, 만약 유창하지 못하게 되면 점 
점 모국어 사용을주저하게 된다. 현지어와 영 
어 가 다소 부족한 경 향을 보여도 그다지 문제 
가되지는않으며, 나이가들수록 계속해서 습 
득할 기회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한 언어만을 선택하라는 의미라기보다 
는, 부모와 자식간의 감정이 통할 수 있는 모 
국어를 먼저 습득한 후 현지어와 영어를 습득 
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언어 교육의 순서라는 
의미일 것이다. 현지의 선교사 자녀학교가 삼 
중언어교육에 대한 방법론을 잘 연구한다면, 
구태여 한 지역에서 한국어 학교나 영어학교 
등 두 가지 형태의 학교로 나누어 운영할 필요 
가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여력으로 중학 
교 과정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선교사자녀 교육기관의 가장 큰 애로
先生, 您要理製馬? I Xiansheng, nin yko 胞 ma? (시엔성, 닌 야오 리파마?) 선생님, 이발하시렵니까?



사항은 정식 교육과정으로서의 법적인 절차 
를 밟는문제이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물질 
후원과 교사파견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 
은 교육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재 한국에서 인정되는 법적인 교육인정을 위 
해서, 한국의 교육과정을 다 소화하면서 울 
러 신앙교육과 삼중언어 교육을 하기에는 너 
무나 제약이 많아 고민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 위와 같은 자녀학교들이 한국 정부의 후 
원과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지학교를 다니는 선교사 자녀들도 적지 않

보통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는 베 
이징, 상하이같은 대도시에 있는데 학비가 매 
우 비싸서 선교사 자녀뿐만 아니 라 상사주재 
원의 자녀들도 교육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 
국 정부가 특별히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운영 
하는 학교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베이징의 
‘55중학교’이다. 수업은 중국어로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외국인이어서 학교 운영방식은 서 
구식 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되 
며, 학비는 1학기에 약 700달러(US$) 정도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제3국의 기독교학교
현지에 선교사 자녀학교가 없거나, 자녀가 현 
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외국이나 모 국  

에 있는 학교로 보낼 것을 고려하게 된다. 한 
국인 선교사의 자녀들을 제3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 한국 교 
회는 선교사 자녀들을 책임질 제도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반면，서구 교회는 한국선 
교사의 자녀까지도 받아들여 교육을 감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제3국으로 자녀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매우 좋은 케이스 
이 긴 하지 만 상당히 많은 교육비 가 소요된다. 
세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들 모두 제3국 
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 
가능에 가깝다.

이 방안에도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 
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제3국의 국적을 취득

해야 하며 부모와 떨어진 채 다른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장해야하는 딜레마가 있게 
된다.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들은 주로 이 방안 
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매우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노후를 제3국에서 보낼 것 
을 고려하기 때문에, 미리 자녀들을 제3국으 
로 유학 보내거나 일찍부터 제3국 언어 학습에 
치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단지 선교사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으면 한 
다. 한국으로 자녀를 보내 교육하고자 할 때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사교육비, 그리고 입시 
위주 교육의 결과에 대한 회의감 및 자녀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고려한 선 
택인 것이다.

모국의 학교

선교사 자녀들을 모국의 학교로 보내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선교사 자녀들을 책임 있 
게 관리해 줄 후원자 또는 선교기 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선교사 개인의 친인척에게 맡겨 
교육해야 한다. 이 때 학교에 기숙사 시설이 
없게 되면 더욱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모국에 
서의 자녀교육도 상당한 교육비가 필요하며, 
선교기관의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 자녀교육비의 후원모금은 상당한 부담 
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농어촌 목회자 자녀 
기숙사처럼 해외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 
금제도와 기숙사의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된 
다. 사실 이 요구는 당장 눈앞에 닥치고 있다.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98년 
도 재외국민특별전형”에 해외선교사 자녀들 
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가 해외선 
교사인 자녀가 해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를 만 2년 이상 다닌 것을 증명할 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숭실대, 포항공대, 한 
국외대，한동대, 숙명여대，동국대，동덕여대， 
전주대, 삼육대，감리교신대，고신대，관신대, 
대신대, 서울신대，장로회신대，총신대, 침례 
신대, 한영신대，한일신대 등 23개 대학에 지 
원할 수 있게 되었다.이제 선교사 자녀들의

3) 97년 7월 26일, 조선일보

現在ᄉ多, 請稍等一金儿 ° / 船 nz회 ren duo, qTng shao deng yihuTr. 
(시엔자이 런 뚜어, 칭 샤오 덩 이훨.)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 좀 기다리십시오



!교사 자녀들이 현지학교에 다닐 경우, 공산주의 무신론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부모들의 세심한 
；!앙교육이 필요하다. 사진은 중국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소풍 모습.

한국 대학교 특례입학의 길이 열려서 얼마나 
다행 인지 모른다. 그러나 보통 이 런 경우에도 
경쟁이 심하여 고등학교2학년에 본국에 와서 
입시준비를 해야 원하는 대학에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많은 선교사 자녀들의 한국에서의 
교육이 시작될 전망이다. 반면에 이 제도에 입 
각하면 중학교 과정의 자녀들이. 한국으로 귀 
국하여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중국 선교사의 바람직한 자녀교육의 모델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 경우
► 중국인 유치원 -  중국 현지 한족학교 _ 현 
지 중학교(初中)- 현지 고등학교(高中) -  중 
국 대학

ᅳ 국 어  학습을 위한 주말학교에 다니면서, 
방학을 이용하여 파송교회에서 교사를 파견 
하여 1:1로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 
다. 이 방법은 외진 곳의 선교사 자녀교육에 
유리.
► 중국 대학 입학후 한국의 자매결연 대학에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다녀오거나 한국 대학 
으로 편입학, 대학원 진학.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경우
► 현지 한국인 학교 -  현지 한족 중학교 - 
현지 한족 고등학교 1학년- 한국 고등학교 2 
학년 입학 -  특별전형으로 한국 대학 입학

6̂ 這位先生, 謝S3S 了 ° / Zte wSi xiansheng, gal rin [I le.
(저 웨이 시?!!성, 까이 닌 리료.) 이쪽분, 이g 하실 차례입니다.

► 한족 학교에서 중학과정을 마치려면 중학 
교 1학년부터 한어학습을 보완해야한다.
► 매 방학때마다 한국에 보내 한국의 문화와 
교육을 익히게 한다.
►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 
는 여건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 대학원 과정을 중국이나 미국에서 공부하 
도록 배려한다.

미국(외국)에서 대학을 다닐 경우
► 한국인 유치원-선교사 영어학교 -  제3국 
(영어) 중학교- 제3국(영어) 고등학교-미국 
(외국) 대학교
► 이 경우는미국적 한국인이나미국 시민권 
을 가진 선교사 자녀에게 적합하다. 혹은 제 
3국에 설립된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내는 선교 
사의 자녀의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이 
다

중국선교사 자녀들의 신앙교육 
많은 선교사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실 가장 좋 
은 신앙교육은 부모가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좋은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보여줄 
뿐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예 
배를 드리면서 직접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감 
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를 현지 중국 
인 학교에 보내는 경우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생활에 대해 세심히 대화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기도와 상담을 통해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자녀들이 현지 학교 
의 교사들로부터 무신론과 유물론을 신봉하 
기를 강요당하는 등 공산당 사상교육에 시달 
리고 부당한 물질요구로 고통받을 수가 있는 
데，이럴 때 부모가 함께 대처해 나가지 않으 
면 어린 자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된다.

필자도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많은 아이들이 중국의 더 러 
운 환경과 잘못된 물질관습에 대한 피해의식 
과 더불어 중국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을 가진 것을 보고 그 마음을 치유하도록 노 
력한 적이 있었다. 최근에 이러한선교사자녀



들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국의 선교단 
체가 “선교사 자녀(중고생) 수양회”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다행스럽게 여겼다. 
자녀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여 신앙 
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굳건하게 서 
도록 돕는 것도 좋은 신앙교육 방법 중의 하나 
이다. 파송교회 와 선교기 관들도 선교사 가정 

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중국 선교사가 자녀교육에 대해 가질 바른 
생각
래리 샤프는 현지의 선교사나 파송 교회가 쉽 
게 갖는 잘못된 통념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4>
1. 선교지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은 인격 발육 
이 부진하며 어느 정도 결핍되어 있다.
2. 선교사 자녀들은 학문적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3. 선교사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과 자기 부모 
에 대해 반항적이다.
4. 기숙사 환경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의 성 
장발육에 해가 되며 열등한 자아상을 가지게 
한다.
5. 자녀를 둔 선교사 부모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데 바쁘기” 때문 
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서 생기는 틈을 주님 
이 메워 주신다고 믿는다.
6.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걱정할 만한 문제가 
없다.

필자의 약 5년 간의 선교지 경험으로 비추 
어 볼 때，현재 한국 교회 내에도 이들 잘못된 
6가지 통념들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인 선교사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 지나친 
교육열(?)을 갖고 있다. 선교지 에서조차 영어 
와 중국어，음악, 미술, 과외수업 등 한국의 과 
외붐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선교지 
에서 좋지 않은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4) Sharp, Larry W. 1985. Journal of Psychology 
& Christianity, 4： pp.. 73-78

서구 선교사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문제가 없 
다고 보는 통념과는 달리, 한국 선교사들은 자 
녀의 장래에 대해 지나치 게 불안해 하는 경향 
을 보인다. 심한 경우에는 선교기관과 파송단 
체의 권유와 방침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만 
을 고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녀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선교사 
들이 자신의 생각을 많이 고려하고 있기에, 선 
교기관과 파송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선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려깊게 결정 
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한 
제안
한국인만큼 자녀교육에 깊은 열의와 관심을 
가진 민족은 드문 것 같다. 선교사라고 예외가 
되길 강요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2 0 ~ 3 0 % 가 차세대 선교사로 
배출되고 있는 통계로 볼 때，한국 교회가 선 
교사 자녀들을 위 해 투자와 관심을 쏟는 것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더 
좋은 선교사로 준비되도록 잘 돕는 것이 마땅 
할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가 수 많은 선교사 
를 세계로 파송하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아직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기숙사를 
갖춘 중 •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 
타까운 현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 
교사 자녀 특별전형이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선 
교사 자녀들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요구와 
가능성이 많아지길 바라고, 이들 자녀들이 한 
국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학제도 
와 기숙사의 설립，더 나아가 선교사 자녀를 
위한 초 • 중 • 고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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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교사가 되 기 까지，그리고 그 이 후-

신장노

이 글은 현재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 부부가 

선교사로준비하기까지 어떤 과정울 겪었는지,  그리 

고 중국에 들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사역하 

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 형식의 글이다,
진정으로 중국인을 성기는 선교사로 세워지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한 선배선교사 
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으리라 본다.
<편집자 주>

니는 예수정0 EJ 시PT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복음의 기 
쁨보다는 괴로움을 더 많이 겪으면서 자라났 
다. 아버지가종가의 장손이어서 예수 믿는 것 
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했다. 어렸을 적에 가 
장 듣기 싫었던 소리는 집안 어른들과 친구들 
로부터 들었던 "저 예수쟁이 새끼” 란 말이다. 
나는 억울하게 당한 기분이 들어 늘 분통해 
했다.

나는 교회 가기가 싫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을텐 
데 하며，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을 안타까워 했 
다. 아버지가 믿는 예수야말로 나에게는 귀 찮 
은 존재였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방법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버 
지 곁을 떠나기만 하면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으리라 작심했다. 드디어 고둥학교를 졸업 
하고 서울에서 살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이제는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억지로 
나가야 할 교회도 없으니,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어 자유스럽고 좋았다.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벗어나고 나니 얼마나 편하고 즐거웠는지 모 
론다.

L t2 i 일0 자3 1
그런데 이전까지는 모든 일이 아버지 책임이 
라고 핑계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주인이 되어서 판단해야만 했다. 처음에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어서 당황했다. 나 혼자 주체적으 
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 이 들었다. 그 
리고 나는 어리숙하고 보잘 것 없는 촌놈 그

®  理什麽式樣.? / Nin [[ shfenme shiyang? (닌 리 션머 스양?) 어떤 스타일로 이발 하시겠습니까?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절망이 엄습해왔다. 
더우기 ‘나’라는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 내 자신을 스스로도 감당하기 
가 힘들고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 때부터 정말 고민이 시작되었다. 지금까 
지는 남에 게 비난받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것 때문에 싫은 예수였지만，교회에 나가지 않 
으면 마음이 꺼림직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선교사 파송예배에 참 
석하게 되었다. 설교 마지막에 선교사로 헌신 
할 사람 있으면 일어서라고 할 때 내 가슴은 
혼란과 번민에 빠져 요동쳤다. 나 스스로 주인 
이 되고 싶은 마음과, 날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자조 
와 절망의 마음이 뒤범벅되어 싸우고 또 싸웠 
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를 포기 한다는 것이 너 
무나 억울했으나, 물러날 수도 없었다. 이 기 
회를 놓치면 결국 자신에게 갇히게 되고 말 
것이란 공포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기에 울면 
서 일어선 것이 나의 선교사 헌신이었다.

“HPf M B 택이01 세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아는 감격도 즐거움도 
없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나 스스로가 주인되 
는 것을 포기 했기에 마음 한 구석에 부담감은 
없었지만,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도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 
런데 내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명을 
가지고 자라가기에는 하잘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 
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보잘 것 없는 하 
루살이도> 들풀도 그 생을 살고 그 내신 뜻을 
따라 살고 있는데….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다 
고 해서 하나님이 “니까짓 게!” 하고 꾸짖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선교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갈 만한 일이며，내가 반 
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 
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5 
장 16절 “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해 여전히 부모님이 나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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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원 그림

이끌고 있다고 여 겼던 고삐를 그 순간 끊어버 
렸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선택하여 예수 
를 믿게 하셨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 
하실 뿐만 아니라，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 
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뽑힘을 받은 나는, 선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세례를 줄 수 있는 목사라 
는 것을 선교에 관한 책을 읽고 나서 느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면 목사가 먼저 되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실력이 없고 능락 없어 대학 
진학을 못 하니 얼렁뚱당 목사나 되어 야겠다 
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여겨져서 우선 대학에 
가기로 했다. 만약 대학에 붙지 못한다면 선교 
사 되는 것을 포기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했다.

"하나님! 제가 눈을 뜨고 있는 한은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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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할터이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사 제가 
필요하시고 선교사 되려는 저의 마음이 틀리 
지 않다면 이번에 대학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대학 가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자 마 
지막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긍문2J2J 신학2 에 학0 IR
이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중어중문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같 
은 선교헌신을 한 같은 과, 같은 교회에 다니 
던 자매와 결혼했다. 결혼 후 우리 부부는 충 
실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함께 신학을 하게 
되었다.

아무 기쁨도 없이 선교헌신을 하고 고뇌하 
면서 선교지를 중국으로 정하고, 중국문학을 
공부하는 중문학도가 되어 중국에 대한 지식 
을 쌓아가면서，이 거대한 나라, 무서운 나라, 
무슨 사상이든지 다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버 
린 민족이 바로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역부족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표현 한다면 마치 
거대한 도가니와 같다는 느낌이었다. 떫은 감 
을 그 도가니에 넣으면 떪은 맛은 없어지고 
맛있는 감으로 변하는 것이 어릴 적 나는 늘 
신기 했었다. 나는 이런 중국 사람들에게 이길 
자신이 없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 대학 중문학과 시절 
이 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전도의 미 련한 한 도구 
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복음이 승리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그분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주와 생명의 근원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계신 
실정이 었다. 그러나 신학을 시작한 지 반년이 
못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때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알 
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 
다. 신학을 배우는 3년은 나의 생애 가장 귀중 
한 시간이었고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 생명 
의 존귀함과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를 깨달았으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 
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  2 인를 배우기 우1애
졸업을 하고 한 교회 교역자로 봉사하였다. 선 
교지에 조금 늦게 나갈지 라도 한국 교회를'잘 
배우기 위해서였다. 나의 첫 사역지이자 마지 
막 사역지였던 그 교회에서 주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대학부, 중등부와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 봉사하면서 말씀의 권세가 크고 놀

2 0 小姐, 您是要做頭髮,還是要剪頭髮? I Xiaojie, nln shi y^o zu6 t6ufa, h최shi y^o |an toufa?
(사오지에, 닌 스 야오 쭈어 터우파, 하이스 야오 지엔 터우파?) 아가씨, 머리를 하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라움을 실감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또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있던 

지역의 기독학생연합 멤버들과의 만남이다. 
90년 겨울 ‘사랑방 모임’ 이란 성경공부를 통 
하여 써클 중심의 대학생들과 매주 목요일 밤 
마다 만났는데, 이 모임 이 자라서 이 제 영호남 
의 교류와 지방과 서울과 연대하는 전국기독 
학생총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런 젊은 동역자 
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아쉽고 미련이 남았지 
만，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한 번 정한 길을 하 
나님이 막으실 때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국내 
에서도 할 일이 많으나 원래의 길을 하나님께 
서 막지 않으시니 그 길이 나의 달려갈 길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중국선교의 길을 떠나 
야 했다.

빛□  지로 £3기기S
중국과 수교가 되자수속을 밟기 시작했고，그 
토록 그리 던 중국 땅을 밟았다. 우리 들은 감격 
했고 감사가 넘쳤다. 한 대학에서 기본적인 언 
어과정을 마친 다음, 장기거주가 가능한 비자 
를 확보하고 중국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더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시험에 합격한후ᄋ 
0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대학원 진학에 대해 
많은 친구들의 권고, 격려와동시에 많은오해 
도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복음 전 
하는 사역을 위해서 서로 돕는 길을 찾다 보니 
공부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중국의 역사, 
문화 둥을 연구하다 보니 중국의 장래를 이전 
보다 더욱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중국선교의 방향도 어 렴풋이 잡힐 둣도 하다.

중국에 첫발을 내민 지 열흘도 안 되어 0 0  
대학교 회 계학과에 다니는 중국인 학생을 만 
났다. 약8개월에 걸쳐 생활로서 전도하니 그 
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가 변화되니 주위 
친구들이 변화의 원인을 궁금해 하다가 그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전하고 
우리들을 소개하여 또 다른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과 약 1년 간 성경공부를 통해 변 
화가 되니，주위에 또 다른 친구들이 모여 들 
었다. 그리고 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고 우리도

언어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 정도 되니，이 
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중국 교역자들 
을붙여 주셨다. 이들은 앞으로분명히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올 터인데, 이것을 대비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뜻이 맞는 몇몇이 모여 기도하고 하 
나님 의 인도를 바라고 있던 차에 우리를 만나 
게 된 것이다.

□ a 에기I 일요안 ^은
중국인 사역자들을 만나 그들과 교제하며 이 
들의 실정과 복음에 대한 각오를 들으면서，우 
리 또한 앞으로 사역의 방향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중국인 동역자들이 원하는 바는 어 디 
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니며 전도하 
고, 성도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런데 이들에게는 여비나 생활비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친해지다보니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의 생활비를 쪼개어 그들을 돕기 
를 바랐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생활비보다 더 
갈급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먹을 것은 하나님 
이 책임지시니 더 급한 일을 도와달라는 것이 
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서 적을 복사하는 것 
이었다. 누군가에게 책이 조금 있을 경우 한 
사람이 한 달에 겨우 한 권의 책을 빌려볼 수 
있었다. 책이 필요해도 살 수 없을 뿐 아니 라 
복사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장을 복사하 
려면 우리 돈 30원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한 
달 생활비는 고작 우리 돈 1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필요한 책들은 손으로 
베껴서 본다며, 그것을 좀 도와 줄 수 없느냐 
는 요청을 했다. 우리는 푼돈을 모아 몇십 권 
의 책을 10여 명 의 동역자들에 게 복사해 주었 
다.

이렇듯 앞으로 우리들의 사역은 중국인 사 
역자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돕는 일 가운데 번역，출판, 가르치는 일, 전도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동역자들이 전도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복사해 주거나 공급하는 일 
등이다.

중국에서 살면서 전도하는 방법은 생활로
我要做頭髮° / WS ySo zu6 t6ufa.(워 야오 쭈어 터우파.) 머리를 하렵니다.



서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 대상과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역경의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면 마음을 열지 않는다. 또 
한 개방화 이후 가정이 문란해지고 빠른 속도 
로 파괴되고 있다. 중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오 
락 및 휴식 공간이 없다. 어려서부터 단체생활 
에 익숙해 있으나 참다운 교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과 같이 찬양을 부르고 율동 
하고 게임을하게 되면, 그들은 표현하기를 이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도된 그들을 가르치 
며, 같이 음식을 먹으며 여행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확보가 되 
어야 한다. 성 경공부를 통한 제자양육은 비밀 
리에 해야하기 때문에 불법이나 적당한 셋집 
을 얻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번역하고 타이핑 
을 하는 일과 친구를 사귀며 교제를 주고 받는 
일등은 고정되고 안정된 장소가 아니면 곤란 
하다. 우선 장비를 놓고 관리하는 일이 그렇고

주위사람들의 감시와 경찰의 방문이 이러한 
일을 방해한다. 지금 우리에 게 가장 필요한 것 
은 “공간”이다. 한국돈 4~5천만 원이면 70년 
간 사용과 함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할 수 있다. 가는 자와 보내는 교회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 
실 줄 믿고 기다린다.

이제 중국에 온 지 꽤 세월이 지났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께서 인도하시 며 보호하심 을 
절실하고 실감나게 체험하며 산다. 참으로 복 
되고 감사가 넘친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는 대학생, 교 
수，사업가, 그리고 중국인 교회 동역자들과 
한국인 동역자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빚 
진 자들로 중국 성도들이 바르게 주님 앞에 
서도록 그들을 섬기기를 바란다.

신장노/ 중국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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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잘 쉴 수 
있어 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선교사에게 사역하는 것을 빼버리 
면 o!무 것도 아닌，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으 
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나는 자주 
사역지의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경고한다. 바 
쁜 사역 자체가 당신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이 

될 수 있다고….
특히 타문화권에서 긴장 가운데 일에 몰두 

하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 
운 선교사에 게 있어서 안식년 기간은 매우 필 
요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하는 기 
계나 도구로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갚은 사귐 
가운데 그분을 깊이 알고, 그 가운데 그 분의 
영광이 더욱 확대되도록 소원하는 마음과 기 
뿜을 소유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생각한다.

지유2J 자I중 기 인 , 안식년 
선교지에 나올 때 나의 가장 큰 목표는 주님 
그 자체이시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내 
자신이 그분께 더욱 온전히 사로잡히고 드려 
지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계속 그 목표를 향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나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을 때 목표의 슬로건만 가지고 있 
을 뿐, 실제적으로는 목표와 현실의 모습에 상 
당히 차이가 있고 여전히 외형적인 성취에 스 
스로자위하면서 영적, 육적으로지쳐 있는모 
습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지극 
히 사랑하시며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 
셨다. 주님께서는‘나의 일’이 아니라"나자신’ 
을 더 갈망하고 계심을 느꼈다. 주님의 사랑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셨 
다. 그리고구체적인 안식년 계획을갖고 있지 
않았는데，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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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附
하나님께 속한 안식년

강성 광



선교지에서의 긴장과 영적 싸움을 겪으면서 부부간에 깊은 

대화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서 상처입었던 부분들이 
치유되었다

파송교회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받게 하 
셨다.

우리 가족은 하와이에 있는 YWAM 열방 
대 학(University of A ll Nations) 의 ‘C.D.T.S 
(Cross Desdpleship Training School)’ 코스 

와 연결되었다. 한국을 거쳐 아름다운 하와이 
에 가서 하나님의 안식과 재창조의 은혜와 역 
사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언어의 
장벽과 또다른 문화의 충격이 있긴 했지만，큰 
부담 없이 오직 초점을 하나님 께만 맞추고 자 
신의 모습들을 깊이 돌아보며 치유와 재충전 
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의 안식년 기간에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유익했던 점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지에 
서의 긴장과 영적 싸움을 겪으면서 부부간에 
깊은 대화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서 상처입었 
던 부분들이 치유되었다. 또 아이들과도 계속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나이 어려서 키우기 
힘들 때 집을 떠나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있어 
서 가정적으로 큰 축복이 된 시간이었다. 그리 
고 가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서 양 선교단체 
의 사역과 교육으로 더욱 효과적인 가정사역 
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둘째는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지 
만 선교지에서 놓치기 쉬웠던 하나님과의 개 
인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회복하는 영적 치유 
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셋째는 선교지를 떠나서 전세계의 선교적 
필요를 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세계 선교 최전선에 설 수 있 
었다. 선교지 에 있을 때는 자신의 선교지 외에 
다른 세계선교지에 대한 중보기도와 관심이

24 吹風嗎? /  Chulfeng ma? (취핑 마?) 드라이 하시겠슴니까?

부족했는데, 경배와 찬양, 중보기도를 통해 세 
계선교의 영 적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 
고 강의나 여러 보고들을 통해 다른 지역의 
선교상황과 필요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넷째로 아웃리치(Out-Reach) 사역을 통해 
다른 선교지를 약 2개월 등안 방문한 것이다. 
필리핀과 태국에서 직접 전도(개인전도와 단 
체전도) 활 동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 
을 보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물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데리고 다니느 
라고 고생(?)도 했고，병 이 나서 병원에 입원 
하는 둥 어려운 일도 많았다. 또 모국에서 마 
땅히 유용하게 시간을 가질만한 여건이 여의 
치 않아 전체 안식년 기간이 8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으나, 우리에겐 과분한 
안식과 축복의 시간들임에 틀림없었다.

^ 스 나 ^이  가 저 q  준  유 익  

지금 안식 년을 마치 고 사역 지 로 돌아온 지 만 
1년이 넘는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년 기간 동안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음을 느끼며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선교사역과 내 삶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긴 하지만，1기 사역 때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부홍을 체험하 
고 있기 때문이다. 사역의 규모와 질에 있어서 
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부흥을 체험하며 큰 
비전을 품으며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 
고 있다. 그래서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선교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깊이 
실감하게 된다.

장기 적 인 차원으로 볼 때 선교사의 첫 번째 
안식년은 더욱 의미있고 중요하다. 여기서 나 
의 안식 년의 예가 꼭 모범답안이 라고는 할 수 
없지만，짧은 견해와 경험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들이 새롭고 유익한 안식 
년을 보낼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 
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0 H . A1l우J지는 가정
선교지에서 자칫 소홀히 여기기 쉽고, 어려웠 
던 가정생활이 바로잡히고 세워졌다. 치열한 
영적전투의 현장에서 가장 쉽게 공격받는 사 
탄의 목표가 되는 것이 가정이다. 선교지에서 
는 사역보다 생활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이 그 기본이고, 또한 사역의 
동력과 기본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영적 전투 
에 참여했던 선교사 가정이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치유로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질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안식년을 통해 자칫 한 선교현장 
에서 좁아지기 쉬웠던 선교사의 마음과 가슴 
이 다시 세계를 향해 펴지고, 능력 있는 중보기 
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세계선교의 최전선 
에 서야 할 것이다.

y!. c\m 신2 지으j 이이I 
만약 가능하다면 자신의 선교지가 아닌 다른 
선교지나 문화권에 가서 객관적으로 자기 사 
역을 돌아보고 평가하며 장기적인 사역을 준 
비하는 데 참고로 삼을 기회를 갖는 것도 선교 
사의 삶과 사역에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m. 충분안 £ .^21  지1 ^ 2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역자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은 사역 그 자체일 수 있다. 일이 많고 바쁘 
게 되면 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하기 쉽고，그러다보면 일에 헌신 
된 나머지 주님께 헌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식 이라는 말 그대 
로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어야 하며，더욱 주 
님께 깊이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 
검하고 충분한 영적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섯!. 세게를 품는 신：2사로 
한 선교사가 한 선교현장에 집 착하다 보면 시 
야가 상당히 좁아지고 세계를 품은 선교사로 
서 계속 성장해야 하는 과제에 지장을 초래하 
기 쉽다. 예를 들어 내가 중국의 한 지역에서 
섬기는 선교사일지라도 나는 나아가 중국 전 
체를 품는 ‘중국 선교사’여야 하고，또 나아가 
세계를 품는 ‘세계 선교사’여야 한다. 선교사 
의 최종 목표는 세계선교이다. 선교사는 한 지 
역을 통해 그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 나라를 
통해 세계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 
다. 그리 고 세 계 땅 끝，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을 알고 
경배할 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선교사의 기도 
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건 ■ v s u 복으 j  기 인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운 
동 습관을 길들인다든지, 식이요법 등을 터득 
하여 장기적인 건강관리의 기반을 세우는 것 
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안식년 기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 
고 기대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 
면 당신의 도구가 아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이며 기쁨이 되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 
시며 또 당신의 영광과 기쁘신 뜻을 나타내시 
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안식년 기간에 그 
분이 우리 안에서 특별하신 일과 특별하신 창 
조를 행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어떻게 사역하느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선교사의 안식년은 선교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새롭고 특별하게 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기간이라고 생각 
한다.

오늘도 많은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하 
신 안식의 은혜와 재창조의 역사를 모든 선교 
사들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강성광/ 중국 선교사, 본지 편집위원

不, 請遞給我一面鏡子. I Bu, qTng digei wO yimî n jingzi. (뿌, 띠게이 워 이미엔 징즈j  아닙니다. 거울 좀 주세요 25



S ^/ / jp 사요 1 AJ2T 사역

신：2 사 n땅 ,
= 이  0 f L | 5 f  A |Z 1 |

석 은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만민에 
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사명을 주셨다. 그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많은 사람 
들이 세계 각국으로 파송되어 나갔다. 현재 약 
6,00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140여 개국 
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으며，한국 교회는 
2000년까지 1만 명 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목 
표를 가지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다.

비기독교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 
에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수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들을 직접 만나 보았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곁에서 볼 수 있었다. 중국 선교사들은 현지인 
을 섬기러 왔다는사명감을 잃지 않고 있기에 
한국에서 늘 대하는 근엄하고 거룩(?)한 목사 
님의 인상이 아니어서 이웃집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처 럼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었다. 그러 
나 보안상의 어려움과 영적인 눌림 속에서 위 
축되어 있음도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보면 
서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현지에서 
겪고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한 
다. 그리고 그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울•러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몇 가지 
를 제안하고자 한다.

고난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하든 언어와 문화가 다 
른 곳에서 선교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은 선교사를 허용하지 않은 사회주 
의 국가이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많다. 중국에 
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는지 안다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을 위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분성인 °1S1^
중국은 선교사라는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 없 
는 나라이다. 유학생이나 전문인, 기업가 등 
정당한 신분이 보장되어야만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 만일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다 하더 라도 사역을 하다가 발

26 先生, 您要理靜馬? I Xiansheng, nin y^o 隐  ma? (시엔성, 년 야오 리파마?) 선생님, 이발하시렵니까?



각되어 선교사라는 신분이 알려지면 그 죄(?) 
의 경중에 따라 벌금 혹은 추방을 당하게 된 
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벌금을 물거 
나 추방당했다. 이런 신분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역자들은 늘 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주 거 문 지 I으J 0 15 1옮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중국에서 
는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 
역을 따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그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 선교사들이 살수가 없다. 부득이 집세가 
저렴한 외국인 비거주 지역에 살아야 하는데, 
그 집세 역시 중국 물가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 게다가 가끔씩 공안국에서 검사를 
나오는데 걸리면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최근 
들어 주거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선교사 
들은 거주의 불안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 
고 있다( 『중국을 주께로』，97년 9/10월호 
28-31 페이지 참조).

연이뉴력 부쪽으空 0j2_r Af0.0j o1S1 올

한족(중국인)을 상대로 사역하고 있는 분 중 
에 제자훈련 등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은 현재 언어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일반언어(일상용어)는 
이미 다 준비되었지만 사역언어(성경용어)가 
준비되지 못해 사역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도 한다. 설교할 때 필수적인 성경 속의 인명, 
지명 등의 중국어는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역자는 현지에서 스스로 사역 
언어를 공부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역자는 대 
만이나 싱가폴에 가서 다시 신학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그곳으로 가서 공부하길 희망 
하지만，파송교회의 이해 부족으로 안타까워 
하고 있다. 사역언어 해결이 사역자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이다.

지I 정  부 죽 으 S  ° 1 a 1 ^

한국인들은 중국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주 
적은 돈으로도 생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적은 액수의 선교비를

생 활 비  외 에  별 도 의  순수 사 역 비 가  필 요 한 데 , 대 부 분  파 송 교 호 卜  

단 체 에 서 는  생 활 비  위 주 로  선 교 비 를  책 정 ^卜 기  때 문 에  막 상  사 역 i  
할  때 는  재 정 이  부 족 해 서  어 려 움 을  겪 게  된 다

책정 한다. 그러나 이 것은 중국 상황을 잘 이해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현지에서 언 
어연수를 할 경우 외국인의 학비는 현지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1 학기당 US$1,000 
-1,300). 부부가 함께 언어를 공부해야 앞으 
로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책정 
된 선교비 만으로는 한 사람밖에 공부할 수 없 
어 어떤 선교사 가정은 남편선교사만 공부를 '
하고 있다. 집세，자녀 교육비 등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 못지 않게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생활비 외에 별도의 순수 사역비 
가 필요한데, 대부분 파송교회나 단체에서는 
생활비 위주로 선교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막 
상사역을 할 때는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을 주께로』97년 3/4월호，
6 6 - 69 페이지 참조).

ᅳ現在ᄉ多, 請稍等■ᅳ會儿o/ Xî nz î r§n duo, qTng shao deng yihuir. 2 7
(시엔자이 런 뚜어, 칭 샤오 덩 이훨.)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 좀 기̂ 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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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는 ‘선교사 자녀학교’가 없다. 부 
득이 자녀를 중국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중국 
학교 측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비외 
에 3천 원〜5천 원(한화 30만 원~50만 원)의 
기부금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현지 학교에 
서는 학생의 창의 력을 계발하는 교육보다 주 
입식 교육을 하며, 수업 시간에 공산주의, 무 
신론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교사 
들은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 은연중에 공 
산주의 사상에 물들까봐 걱정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이 중국어로만 교육을 받다가 한국어 
를 잃어버리고 있어 염려하고 있다. 베이징에 
는 한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주말 한글학교 
가 있지만 주재원, 상사원의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이(?)로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베이징에 주말 한글학 
교가 개설되긴 하였으나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엔 벤 지 역 에 서 는  현지 학교에서 주입 
식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학교를 
신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자는 움직임이 있 
어 한글학교가 세워졌으나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고，한국 대사관에서도 적극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곳 역시 교사 부족 등 열 
악한 환경에서 한국 어린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역자는 자녀 
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데, 외국인 학교의 등 
록금은 학기당 미화 1만 5천 불(한화 1,350만 
원)로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고액이다. 자녀 
를 외국인 학교에 보낸 선교사는 주변 선교사 
들의 눈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선 
교사도 할 말은 있다. 어려서부터 영어로 교육 
하여 국제적 인 감각을 기르게 하고, 장래 선교 
사로 키우겠다는 나름대로의 깊은 뜻이 있는 
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속하기 
만 하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들은 이미 영어권 생활에 익숙 
한 자녀를 중국 내의 외국인 학교에 보내 계속 
영어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만 너무 비싼 
학비 때문에 보내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 동료 선교사들에 
게 자녀 교육의 고충을 잘 설명해 달라고 필자 
에게 간곡히 (?) 부탁하기도 했다.

부인 사역자B£J °151 ^
선교사의 부인도 사역자로 파송식 때도 남편

這位先生, I魏 13了° I Zh6 wei xiansheng, gai nin ff le.
(저 웨이 시언！성. 까이 년 리료.) 이쪽분, 이替하실 차례입니다.



과 동등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부인 선교 
사도 언어 공부 등 사역을 위한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선교사역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앞 
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선교사의 아내는 사역 
비 부족으로 언어공부를 할 수가 없다. 또 어 
떤 선교사의 아내는 언어공부를 하기 위해 학 
교에 등록은 했지만, 한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여행객들과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공부할 시 
간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 자신도 선교의 비 
전을 갖고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거 쳐 부인 
선교사로 현지에 와서 언어공부까지 다 마쳤 
지만，손님접대 등 잡다한 집안일에 시달리다 
가 정체감이 흔들리면서 지쳐버린 부인 사역 
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직 아이가 어린 경우 아이를 키우면서 언 
어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 현지인 파출 
부를 고용하기도 한다. 현지 인 파출부를 고용 
하면 인건비도 비교적 저렴하고(한 달 한화 
6，7만 원), 잡다한 아이 뒷바라지에서 벗어 
나 언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선교사 가정을 방문한 한국에서 온 후원자들 
은 ‘아니, 선교사가 웬 파출부를?’하고 시험에 
들어 돌아간 후에 후원비를 끊는다. 현지에서 
고생을 하는 선교사를 보면 ‘은혜’요, 좀 편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든다. 선교사 
는 현지에서 고생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동 료 신 :2 사

어 떤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선교사가 선교 
지에서 가장 힘든 것이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 
라고 했다. 중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협력이 잘 되고 있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 무 
던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동료 선교사들 간 
에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듯 평신도 선교사와 
전통적 인 목사 선교사 간의 갈등，중국인을 대 
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와 조선족 대상 선교 
사와의 갈등, 대도시 거주 선교사와 지방 거주 
선교사와의 갈등, 현지 거주 선교사와 비거주 
선교사 간의 갈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한 보안상의 문제로 보 
안을 얼마나 철저하게 대처하느냐의 견해와 
방법 차이가 서로에 게 갈등을 안겨 주고 있다.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사역은 높이 평가하 
면서 다른 사역자의 부르심과 사역을 인정하 
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다. 자 
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정 
작 다른 선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에 문제가 있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한 제안
이미 많은 교회가 중국선교에 동참하고 있고，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 
비하고 있으며, 많은 성도들이 중국 선교사들 
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듯, 현재 중국선교는 경쟁선교, 
물량선교，비방선교, 조선족 위주의 선교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 
는 그러 한 문제 점들을 다루지는 않겠다. 그러 
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스스고사 卒보생匿에게 혼^ ■상한

선교는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선교사는 지적，심리적, 정신적, 신체적인 면 
에서 기본적 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뿐 
만아니라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기 전에 반드 
시 영성과 문화적응, 선교지 연구 등의 훈련을 
받고 떠나야 한다. 만약 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교사라면 선교지에서 동료선 
교사나 현지 인에 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에 반 
드시 국내에서 상담, 내적 치유들을통해 치유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지로 가야 한다.

어떤 독신 여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외로움 
을 참지 못해 믿지 않는 남자 유학생과 동거하 
면서 아이를 낳아 동료선교사들의 눈총을 받 
은 적이 있다. 이 여선교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겠지만，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는 선 
교사로 가기 전의 훈련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본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선교사 훈련 프로그

29請, 這iiJ L 坐。I QTng, zh^ bianr zuo. (칭, 쩌 비얼 쭈어.) 이쪽으로 앉으세요



분 선교사들 스스로 사역지, 사역내용，재정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 
역 면에서 보자면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교사 관리, 
지역분할，선교정책의 정립 둥의 제도적 개선 
이 시급히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선교 
사를 파송하는 교단, 개교회,ᅵ선교단체들간의 
정기적인 모임과 협력이 필요하다.

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별히 중국선교사 배 
양을 위 한 전문 훈련원이〈중국어문선교희 > 
와 〈중국복음선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 
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선교사 훈련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신 :고 사  E f 5 l 정 핵

중국이라는 나라의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이 
기도 하지만,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교회, 교 
단이나 선교단체의 조직력이 미약하여 선교 
사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선교 
사들이 대도시나 조선족 거주 지역에 집중 거 
주하고 있는데，이 것은 어떤 조직에 의해 사역 
지가 조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

온 n f쓩 운동 ■'o'Si
우리 나라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 선교사들에 
비해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신학교 4 
년, 신대원 3년, 선교사 훈련 혹은 국내에서 
목회경력 몇 년을 거치다보면 선교지로 나가 
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물론준비되 
지 못한 선교사보다는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지 
만 ’ 현지 적응능력과 언어 습득능력이 저하되 
어 사역에 어 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아직 선교 
역사가 짧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게 된 
한국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장단기 선 
교사 후보생을 모집, 체계적인 선교사 훈련을 
거쳐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한다. 젊은이들 
은 타문화권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언어 
습득 능력도 좋아 언어를 쉽게 익힐 수 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선교사일 경우 자녀 
교육 등 가족에 대한 부담이 적고, 선교비가 
적게 들며,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중국 유 신 ：고일£ 으로 동력£1
중국에는 현재 많은 한국학생들이 언어연수 
및 학위 과정으로 유학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적지않은 수의 크리스천이 있는데 이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어주고 헌신하게하여 선교일 
꾼이 되도록 동력화해야 한다. 이들이 전문인 
선교사 혹은 전통적 인 선교사가 되어 사역을 
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들은 이미 언어가 습득된 상태이고, 현 
지 적응력이 길러졌기에, 이들이 헌신자가 되 
어 신학적인 훈련과 사역자로서의 훈련을 거 
친 후 중국선교에 주력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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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헌신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이들이 사역 
자가 되어 중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사멕자들으J S2지 순인사역 밀요 
국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던 소위 ‘잉꼬부부’ 
가정이 사역지 에 가면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 
나기도 한다. 타문화권에서 적응능력의 차이， 
대처 능력의 차이, 언어 습득 능력의 차이，자 
녀 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부부간에 갈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사역하면서 동역 
자간에 혹은 현지 인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상 
처를 입어 힘들어하기도 한다. 어떤 사역자는 
중국에서 중국인들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 
때문에 화가 나서 계속 마음 속에 분노가 남아 
있어 괴롭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사역하면서 상처받은 사역자들을 위해, 사 
역하다가 부부 간에 위기를 겪고 있는 선교사 
들을 위해 전문적인 가정사역자들이 현지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거나, 혹은 중국 사역자 
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 
역자들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어 효과적 
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필요하^ •

자H :고육 문제 이IS
국제 선교단체들은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 
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선교사 자녀학교 
는 아직 없다. 앞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개교회나 선교단체가 자 
체적으로 선교사 자녀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어 렵다고 본다. 한국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힘 
을 합해 세운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지에서라면 어떤 장소에 학교를 세우는 것 
이 적합할지，흑은 한국, 제3국이 좋은지 전문 
가들과 연구하여 교육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 
를 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선교사들 
이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사역 
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은토J 卒으J 문지I 이I멸 
예전에는 선교지에서 6년을 사역한 후 1년 동 
안 안식년을 가졌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모국에 돌아와 ‘역문화 
충격’을 경험해야 하기에, 최근에는 사역기간 
을 4년 한 팀(Term)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파송 교회에서는 선교사 파송규정이나 
선교정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아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전혀 

대책이 없다.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왔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선교센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선교사 안식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 
어 있지 않은 교회나성도들이 안식년을 갖는 
선교사를 ‘선교비를 받고도 쉬고 있는 사람’으 
로 취급(?)해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 
도 있다.

은퇴 후에 선교사가 어떻게 생활하게 할 것 
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책이 세워진 선교 
단체나 교회는 별로 없는 듯하다. 오랜 선교역 
사를 가진 국제 선교단체들을 모델로 삼아 우 
리 실정에 맞는 ‘은퇴 후의 선교사 생활’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교 
지에서 오늘도 달리고 있는 선교사들이 효율 
적으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구체적 
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가 짧기에 사역하는 
데 많은 시 행착오가 있고, 선교사를 위 한 정 책 
에도 보완되어야'할 점이 많이 있다. 현재 중 
국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역을 감당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이며，‘우리들의 영웅’이다.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바울같은 영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 
을 돌리고，하나님 나라가중국에서 더욱 확장 
되 도록 선교사 자신들도 노력해야 한다. 국내 
에 있는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들은 이들이 
각자에게 위임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돕고 제도적인 개선에 힘쓰며, 물 
질로 후원하고，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 
아야 할 것이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

請照原樣这 I QTng zh^o yu^ny^ng IT. (칭 자오 위엔양 리.) 원래대로 해주세요



특집/  현; i 사호| A ja  사역

중국신2 사 혼^  및 
프로：그램

편집부

중국선 교사들을 위한 전문선교훈련과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전 혹은 안식년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목 표  ②  지원자격  ③ 교 육  및 훈련내용

④ 훈련시기，기간  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⑥훈련경비  ⑦훈련장소  및 연락처

중국선교훈련 프로그램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①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지 
적응능력 배양, 생 
활 중국어와 선교 
중국어 습득, 중국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② 교회, 교단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 단기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③ 중국어- 초급중국어, 사역중국어, 일반 • 
선교회 화, 중국어 찬양，중국어 성 경 강독

선교특강-중국 교회 현황과 선교전략, 공 
산주의와 종교정책, 전문인선교，중국 소수민 
족 선교, 중국선교지리, 중국교회사 등 

현지연수 및 답사-현지 대학 언어연수(8 
주), 선교지 답사(1 주)
④ 6개월(주 5일)-국내 4개월, 현지 2개월 
매년 3월과 9월에 개강,
⑤ 매년 6월과 12월 각 한 달 간
⑥ 국내훈련비 98만 원，현지 언어연수 및 답 
사비용 별도
⑦ 본원/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 
빌딩 402호

S  02)535-4255, 594-8038 
팩스 02)599-2786(담당: 나은영 총무)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sinim 
E-mail： 하이텔 sinim@hitel.k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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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년의 훈련기 
간을 통해 현지어 
로 신도를 양육하 
고훈련시킬 수 있 
는 전문 중국사역 

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중국선교에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 
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일반대학 혹은 신 
학대학 졸업자，또는 전문대 졸업자로서, 특정 
업무 2년 이상 근무한 자나 고등학교 졸업자 
로서 특정업무4년 이상 근무한 자(서류심사, 
논술, 면접을 거쳐 선발).
③ 중국어- 중국어(문법, 회화, 작문)，사역중 
국아

중국선교 사역학-현대의 중국선교, 중국 
교회 지도자훈련, 사역의 실제 등

중국학- 문화와 풍속，사상과 종교, 기독교 
사, 현대 중국 기독교

일반선교 사역학- 현대 선교학, 타문화권 
선교, 영성훈련과 관리 등
④ 총 4학기 (2 년). 3월〜6월 (1 학기), 9월〜2월 
(2 학기)
⑤ 매년 10월 1일〜11월 30일
⑥ 학기당 150만 원(97년 현재), 현지 실습비 
별도
⑦ 본원/서울시 중구 정동 25번지

S  02)318-3*6, 팩스 02)773-6278 
담당: 구송림 주임

중국선교사훈련원 청강 제도
① 중국선교 전문교육과정을 중국선교에 비 
전이 있거나，안식년 및 중국선교사역을 준비 
하는 자들에게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중국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안식년 
을 맞은 중국선교사
③ 매학기 개설되는 모든 과목
④ 한 학기 당 3개월(3월〜6월, 9월 〜12월)
⑤ 매해 8월, 2월 각 한 달 간
⑥ 중국어 과목■학기(3개월) 당 18만 원, 기타 
과목-학기 당 15만 원
⑦ 중국선교사훈련원과 동일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전문인선교훈련 프로그램

① 정규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창 
의적 접근지역에 가 
서 복음을 전할 전 
문직업을 가진 그리 

스도인들을 훈련, 독자적인 생존과 사역능력 
을 배양하고, 타문화권 적응능력과 언어습득， 
전도 및 제자훈련,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를 습득케 한다.
② 대학(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나 
경력 소유자이며 전도 및 제자훈련이 되어진 
자 중 전문인선교사로 사역하려는 자(컴퓨터 
전문가, 교육가, 연구원, 지역개발전문가, 농 
축산전문가, 각종 기술 및 기능인)
③ 선교학, 전인사역(내적치유, 영성관리, 리 
더십, 대인관계)，교회개척(설교학，목회사역 
론, 교회성장학)，전문인선교론(기업선교, 지 
역개발 둥)
④ 1년(매주 토요일 오후). 1학기 3월〜8월， 
2학기 9월〜12월
⑤ 매년 1월~2월 초(봄학기 개강 전)，6월〜8 
월 초(가을학기 개강 전)
⑥ 독신 80만 원，부부 150만 원(자녀를 맡길 
경우 탁아비 10만 원 별도 납부)
⑦ 서울: 영화교회(서초동) 교육관.

S  02)537-2043, 팩스 02)595-7809 
대전: 대덕장로교회 S  042)862-4891

① 27억 이슬람권 
및 공산권 등 전세 
계 미전도종족 복 
음화를 위해 전문 
인 선교사를 발굴 

하여 훈련한다.
② 타문화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느끼고 이에 
따라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③ 신학-선교신학 및 역사, 실천신학, 비교종 
교학，조직신학，전문인선교 둥

타문화훈련- 문화인류학，타문화 커뮤니 
케이션, 선교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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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  전문인 
선교훈련원

한국전문  인 
선교훈련원 

(GPTI)



언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기술훈련- 이미용，양재, 수지침, 컴퓨터, 

자동차정비, 배관，보일러 등
④ A코스(정규합숙훈련)- 11개월(국내 8개 
월’ 현지 3개월)

B코스(비합숙훈련: 학생 및 직장인)- 국 
내 2년(총 4학기)
⑤ 매년 11월 1일〜12월 31일
⑥ A코스: 미혼자30만 원(학기당), 기혼자(부 
부) 55만 원，현지답사 및 단기사역 비 별도 /  
생활비(매월) 미혼자 19만 원，기혼자(부부) 
32만 원-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비 있음,

B 3 i： 20만 원(학기당, 1주일 3일)
⑦본원(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89 성광선교 
센터)

@ 032)872-2338, 팩스 032)862-6942 
담당: 박은영 간사

일반 선교훈련 프로그램

① 공동생활을 통해 
선교에 대한 전반적 
인 지식과 이해/  전 
도, 제자훈련, 교회개 
척 등 사역기술 연마 

/  타문화권 적응，경건생활, 가정생활 등 자기 
관리/  효과적인 팀사역을 위한 대인관계, 내 
적치유 및 전인적 성숙 도2 / 선교지 언어습 
득력 향상
② 장기: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고 
기본적 신앙훈련을 받은 전임사역자 또는 평 
신도 사역자로서 타문화권 선교사로서의 부 
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기 전 최종적 
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자
단기: 장단기 선교경험자로서 장기로 사역할 
자，선교행정가, 개교회 선교담당 목사
③ 선교학적 기초̂ 타문화권 선교, 선교사의 
삶, 언어5 ■련 등
④ 장기(6개월): 1월〜7월, 단기(3개월): 8월 
말~11월말
⑤ 수시 접수
⑥ 장기: 부부당 140만 원, 미혼 80만 원(98년)

단기: 부부당 80만 원, 미혼 50만 원(97년 
현재)

생활비(매월): 부부당 35만 원(자녀는 1인 
당 8만 원 추가), 미혼 20만 원
⑦ 본원/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88 

@ 02)649-3197, 팩스 02)647-7675 
담당: 양승순 간사
E-mail： 천리안 gmtc, gmtc@chollian. 
dacomco.kr

① 영성훈련과 공동생 
활을 .통해 실제적인 
타문화 사역훈련과 현 
장 중심의 실제적인 
팀사역 및 봉사정신, 

타문화권 훈련 및 언어훈련을 통해 전인적 인 
선교사 양성.
② 목사선교사: 신대원 졸업자, 40세 미만, 교 
단산하 노회소속 희 원 /  전도사선교사: 3년 이 
상 교단인정대학(원)과정의 신학, 40세 미만, 
교단소속 노회의 전도사고시 합격자/  평신도 
선교사: 총회 인정 신학교/  성 경 학교 1년 이상, 
연령제한 없음, 전문직종 자격증 소지자/  선 
교사 부인: 전문대 이상/총회인정 신학교/  성 
경학교 1년 이상
③ 5개월(국내 4개월，해외 1개월) 연 2회 개 
강: 2월 중순~7월 중순，8월 중순〜:I월 중순
④ 선교신학，교회개척 및 성장학, 문화인류 
학，선교전략 및 행정, 인간관계, 선교지 조사 
연구방법, 언어습득법，전도실습, 전문기술 훈 
련 등
⑤ 개강 두 달 전부터
⑥ 등록금 120만 원, 월 기숙사비(현재 미정), 
현지 정탐훈련비는 별도
⑦ 본원/  서울 강남구 대치3동 1007-3 총회희 
관 6층 S  02)538-9095. 팩스 02)597-7062

① 교단 및 선교단 
체들이 공동으로 운 
영하는 세계선교훈 
련원은 10년 이상의 
선교사역 경험을 가 
진 선교사들과 국내

請剪得® —点儿» / QTng jiSn de duSn yidSnr. (칭 지엔 더 뚜안 이디얼J 좀 짧게 잘라 주세요•



외 저명한 선교학자들에 의한 훈련프로그램 
으로 보다 양질의 선교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② 1) 각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 선교후보생 

2) 선교의 소명 이 있는 개인으로 담임목사,
교단선교부 혹은 선교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
③ 세계선교사, 선교전략사, 타문화권 교회 설 
립과 개척, 문화인류학, 자녀교육,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미전도종족 선교정탐훈련
④ 10주 간(월 〜금 합숙훈련), 매년 4월과 9월 
개강
⑤ 1월 초〜3월 중순，7월 초〜8월 중순
⑥ 1 인당 120만 원, 부부 등록시 200만 원(숙식 
비 및 교재대 포함)

(특전: 자녀동반시 명성교회 유치원 50% 
할인)
⑦ 본원(경기도 하남시 덕풍 2동 산 31번지) 

S  0347)791-7557(팩스 겸용)
담당: 석진석 간사

한부선 선교훈련원 

(MTI)

어 사용자가 되도록 한다.
② 타문화권 선교에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자 /  대학 또는 신학대 재학생 및 졸업자 /  
타문화권과 유사한 영어환경 속에서 선교훈 
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③ 성경적，선교학적 훈련/  이미 가진 하나님 
의 말씀의 지식을 강화하고 증가한다. 또한 선 
교역사，선교방법론, 대표적 세계종교와의 대 
결, 문화인류학 등 제반 선교학 분야를 연구한 
다.
영어생활 환경/오늘날 전세계의 보편적인 국 
제교류 의사소통 수단인 영어를 전적인 생활, 
훈련언어로 사용하여 훈련생의 영어습득에 
도움을 준다.
실기습득/  한 • 영 타이핑, 단파라디오, 응급 
처치법, 기타 연주법, 국제요리법，국제예절법 
등

① 선교사들이 
선교제반 분야 
에 있어 성실한 
일꾼이 되며, 말 
씀전달에 자신 
있고，유능한 영

④ 1년~1년 6개월
⑤ 수시 접수
⑥ 여름,겨울(각 학기당 한 달, 기숙): 50만 원 

봄, 가을(각 학기당 3개월，기숙 150만 원/
통학 93만 원)
⑦ 본원(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8-10) 

n  02)593-隱 ，팩스 02)535-9953 
담당: 최미향 간사

영성훈련 프로그램(안식년)

① 주께 헌신된 그 
리스도인들로 하 
여금 삶 속에 성경 
적인 원리들을 적 
용함으로써 그리 
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을 개발하도록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한다.
② 지역교회 및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헌 
신된 그리스도인
③ 제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묵상, 중보 
기두 영적전쟁, 내적치유 등
④ 매년 4월 ~9월, 10월 ~3월(국내강의 3개월， 
전도여행 3개월)
⑤ 가을학기: 5~6월 접수(서류, 면접) 

봄학기: 11~12월 접수(서류, 면접)
⑥ 제주, 홍천, 부산: 1인당 155만 원，해외 전 
도여행 경비는 별도- 자녀 동반 가능하며 별 
도의 생활비는 없으나사정에 따라 간식비(10 
~20만 원)가 포함될 수 있다.

해외: 1인당350 〜400만 원, 전도여행 경비 
별도
※ 국내(홍천, 제주, 부산) 외에도 한국어 동시통역 
으로 진행되는 하와이, 캐나다, 스위스에서 훈련받 
을 수 있으며, 매년 두 차례 훈련생을 모집한다.
⑦ 제주 DTS: 0W) 84-2981/ 홍천 DTS: 
0366)32-5961/ DTS： 051)745-1386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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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전도단 
예수제자훈련학교 

(D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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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우리는 일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잘못한 자는 우리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어딘가에 우리 가 놓아주지 않은 완악한 
행위가 있다. 즉시 그것을 풀어주면 만사가 대낮같이 밝아진다.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곤경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 자세가 일단 잡혀있으면 성도의 생활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 어려움은 우리가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 성령의 권위를 찬탈하 
려고 할 때 온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은 항상 평강의 인장을 찍어 주신다. 그것은 
자연적인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심원한 평안이다. 평안이 없을 때에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평안이 없는 이유를 찾아내라. 당신이 충동이나 영웅심에서 주를 

섬기면 예수님의 평안이 나타날수 없다. 즉，하나님에 대한단순성이나 확신이 없다. 
단순성의 정신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지 당신의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성의 반응이라 볼 수 있다.

내가순종을 멈추면 질문이 일어나고，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와하나님 사이에 문제 
들이 끼이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도록 하기 위한 탐침의 역할 
과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경탄케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모두 불순종에 서 솟아난다. 내가 하나님 께 순종하는 동안 내 옆에 따라 붙어 다 
니는 제 문제들은 내게 황홀경의 기쁨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주실지를 기대 속에서 주목하게 된다.

이 글은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판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주딤은 나의 최고봉」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36 吹SL嗎? I Churfeng ma? (취펑 마?) 드라이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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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종

속에서도 각기 제자리에서 놀랄만한 양(量) 
적, 영 (靈) 적 부흥을 이룩해냈다. 특히, 한민족 
의 기질적 특성은 교회와 선교단체를 중심으 
로 끈끈한 구심 력을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성 
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좋고, 아름 
다운 결과만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서방문 
화(西方文化) 속에 침투해 있던 ‘탈기독교적 
요소’와 ‘비기독교적 요소’는 어느새 소리 없

不, 請« 我一面鏡子. / Bu, qTng diga w6 yimSn jlngzi. (뿌, 띠게이 워 이미엔 징즈」아닙니다. 거을 종 주세요 37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현상이 서방경제를 
독점했다면，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현상은 
‘교회설립’(church institution)이라는 특이한 
양태로 나타나 있다. 이 러 한 양태는 중국 대륙 
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나라는 기독교 1세기 동안 다교단(多 
敎團)，다신학(多神學), 다신학교(多神學校), 
다선교단체(多宣敎團體)의 적지 않은 부작용



이 우리 신앙속에 깊이 침투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 때론 이러한 잘못된 요소들이 
정당한 요소들로 자리잡고 주인 행세를 하며 
크리스천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 
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샤머니즘 
화는 기독교 문화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어 결 
국 ‘혼합적(混合的) 양태’로 나타나 있는 실정 
이다.

아무튼 이러한 민족적 정서와 다양한 종교 
성, 지리적 현실이 맞물려 우리 민족의 기질을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배경을 갖고 
동북지 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한국인’ 
들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of품과 고뇌，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려고 한다. 필자는 지난 
날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국인들을 
가깝게 접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실제적인 삶 
을 중심으로 몇 가지 모순을 회고해 보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여기에서는 크 
게 사업가, 유학생，선교사의 세 부류로 나누 
어 서술코자 한다.

밀물처럼 물려 온 기업가들
국민소득 1만불( $ ) 시대가주는문명의 이기 
(利器)는 이전 그 어느 시기에 맛보지 못했던 
짜릿함을 선사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후광은 
세계 도처에 나가 일하는 디아스포라 한국인 
들에게 큰 힘이 되 었다. 이 러한 현상은 선교사 
(missionary)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밀물처 
럼 몰려드는 유학생,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한국상품(옷，신발, 가접제품 등), 식당업을 
비롯해서 각종 중소> 대기1̂들의 진출 등 한국 
인들은 중국 대도시 및 동북지역 내 거대한 
상권과 그들만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형성하 
며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미용업，사우나업, 
부동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연변 내 경 제특구로 지 정된 훈춘 지 역 
의 현대철강，쌍방울섬유，두산그룹의 주류산 
업(룡정), 난방산업의 경동보일러(연길), 섬유 
원단사업에 갑을방직(연길)，주택사업에 한신 
공영(연길) 둥 크고 작은 기업이 밀물처럼 밀

려 들어온 상태이다. 이처럼 밀물처럼 몰려온 
기업들이 현재 물거품의 쓴잔을 마시고 있다. 
투자한 기업에 비해 재미를 본 기업은 극소수 
라는 의미이다. 기업하는 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이 
야기 뿐이다. 이들이 겪고 있는 어 려움은 제품 
수송의 원활함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수속의 
간소화와 법 적보장, 그리고 사전계약 불이 행 
등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언어의 문제를 손쉽 
게 극복할 수 있는 ‘조선족(朝鮮族) 고용’은 또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동포애, 즉 동족 
(同族)의 마음을 조선족들에 게 기 대하지 만 현 
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 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허탈한 심정 뿐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이 조선족 고용에서 한족 고용으로 전환 
하고 있다. 이것보다더욱 심각한문제는 계속 
되는 적자운영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소자본 
(小資本) 중국 투자가들은 심 각한 운영 난으로 
결국 공장문을 닫기 일쑤이다.

이처럼 만주로 떠난 디아스포라 한국사업 
가들은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들이다. 끈끈한 
동족애(同族愛)보다 중화(中華)되어 버린 디 
아스포라 조선족의 아성은 높기 만 하다. 큰시 
장 중국을 보고 밀물처럼 몰려 왔던 그들에게 
이 제 썰물시 백사장 모래와 같이 허무감만이 
남아 있다. “쉽게 먹으려 했던 떡에 체한” 모 
습들이 다.

고삐 풀린 유학생들
두 번째 이야기는‘디아스포라유학생’에 관한 
내용이다. 엔벤(ffi훑)의 유학생은 대략 700〜 
800명 정도이다. 최근 중국 내 100개 중점대학 
에 들기 위해 옌벤 내 단과대학(연변농학원， 
연변사범대학, 연변 예술학원, 연변과학기술 
대학, 연변의학원)은 ‘연변대학(M # *學)’에 
통합된 상태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연변 
대학에서 언어연수와 본과(本科)에 있고, 일 
부는 연변의학원(中醫)에서 보람된 유학생활 
을 보내고 있다. 이들 대학의 강의는 대부분 
조선족 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강의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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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언어도 조선어로서 초급언어 연수생들 
에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실 조선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중 자 
기언어，자기문화, 자기대학을 갖고 있는유일 
한 민족이 다. 한 마디 로 높은 교육열과 지 대 한 
민족심은 타민족에 비해 월등하다.

그런 점에서 디아스포라 한국유학생들에게 
있어 옌벤은 미국 L.A를 방불케 한다. 대부분 
19세에서 25세 연령층으로 누군가<?)의 감시 
와보호의 눈길에서 제외된 ‘마의 사각지대’이 
다(유독 엔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잘못 
된 한국교육(대안과 정책이 없이 수시로 바뀌 
는 입시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고삐 풀린 유학생’이 되어 
버 렸다. 이들은 공손히 진을 리 없다. 그 언젠 
가 있게 될 그날(?)이 바로 오늘로 현실화되어 
자기 앞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날이 언 
제 또 올지 모르기에 실컷 누려나 보자는 속셈 
이다. 이들이 고삐 풀린 채 얼마나 더 될지, 
그리고 자유인의 몸으로 어디까지 갈지, 사뭇 
가슴 아플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과 
연 무엇인가? 무엇이 이들의 생활을부채질하 
고 있는 것인가? 첫째 넉넉한 물질소유로 인 
한 여유있는 생활문화，둘째 자유로운 이성교 
제, 셋째 주변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향락문 
화, 끝으로 불분명한 목표의식 등을 들 수 있 
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디아스포라 유학생들 
은 향방 없는 생활에 심신이 매우 지쳐 있다. 
그러한 ‘어둠의 사각지대’에서도 내일의 꿈 을  

실현하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디아 
스포라 한국유학생들’이 있기에 필자는 그나 
마 행복을 느낀다. 대륙의 밤하늘에 유성(流 
星)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대들이 있기에 그래 
도 이 민족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집에서 샌 바가지들
끝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선교사에 관한 내용 
이다. 서론에서 밝힌 대로 필자는 내용상 좋 
고，근사한 부분보다 ‘디 아스포라 한국선교사’ 
들의 현주소를 노출시키므로 새로운 치료, 보

완，그리고 반성을 통해 디아스포라 한국선교 
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회복하고 싶 
었다.

필자 역시 선교사로서 이러한 글을 쓴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분명히 밝혀두는 대목은 서 
술 된 글은 필자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 ‘자기 
독선( 自己獨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글 쓰 
는 것을 자제하고 싶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은 종으로서의 부르심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한 자기관리가 요청되기에 
주저할 수 없었다.

나는 얼마 전 홍미있는 책을 한 권 읽게 되 
었다.『중국선교는 지금』(도서출판 바울，양 
명득 저)- 동북 조선족 마을로 간 선교사들 이 
야기 -이라는 책이었다. 동북지역 내 거주하 
고 있는 선교사와 현지 인들의 소박한 삶을 사 
건별로 정리한 보고서였다. 이 책 내용 중 상 
당수가 선교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필자 역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가 
칭)’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디아스 
포라 한국선교사’들의 현재를 서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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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선교: 이미 ‘과다경쟁의 장’이 되어 버린 
선교지는 심한 중병을 앓고 있다. 선교사 개인 
뿐 아니라 선교단체, 소속교단，더 나아가 무 
소속(독자과송) 선교사들은 하염없이 독자적 
인 행보를 걷고 있다. 결국 이러한 당파별 모 
임은 ‘자기만족，자기도취 병’에 빠지게 한다. 
이 병의 특징은다양성을무시하고, 심각한편 

견과 독선을 서슴지 않고 자행케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비협력 독주선교’는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 우리 모두는 적(敵)이 아 
니다. 철저한 동반자(partnership)요> 동역자 
(同役者)이다. 그런 점에서 연합사역의 필요 
성을 말하기 전 협력선교가 절대적으로 필요 
함을 말하고 싶다.

비방선교: 이 문제의 원인제공은 ‘비협력 독 
주선교’를 꼽을 수 있다. ‘자기생각’, ‘자기경 
험’, ‘자기방법’만을 고집하는 심각한 편견에 
서 기 인하고 있다. 한 마디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절대기준의 칼로 아군을 무참히 해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비약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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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교사 자신은 선명한 지체의식과 내 속에 
숨어있는 고질적인 고정관념，그리고 획일주 
의 사고를 배격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교의식 
과소영웅주의 배격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나보다 상대 선교사에 대한 포근한 관심, 그리 
고 남의 일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넓은 가슴 
이 필요하다. 흑 아픈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싸매고，상대 선교사의 훌륭한 사역 엔 이•낌 없 
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내 색깔이 아 
니면 처음부터 상종치 않으려는 마음과 내가 
하던 방법이 아니면 일단 멀찌감치 거리를 두 
는 생각과 삶이야말로 비방 및 모함의 시작이 
다 사실 내 교단이 더 잘나가기 위해선 다른 

교단을 무시해야하고, 우리 선교단체가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선교단체를 배척해야 
하는 무서운 마음들이 내재해 있다.

공약선교: 이 제목은 필자가 쉽게 붙힌 제목 
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단기사역자와 철새 
사역자, 그리고 이동사역자(정착하지 않고 여 
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약난발 선교’를 현지인 대상으로 서슴지 않 
고 해대는 현실이다. 이분들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마구 떠벌려 놓고 선교지 지도자들 
에게 허무한 기대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결국 
허풍을 떨며 내놓았던 공약은 와해되고, 현지 
인들은 기대치에 못미칠 때 선교사로부터 배 
신감을 느낀다.

이러한 공약성 선교는 선교지의 순수성을 
깨뜨리는 주범 이기도 하다. 지키지도 못할 약 
속, 즉 감정에만 치우치고 현실을 무시해버린 
공약은 불신의 담만 높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떠벌리기식 선교’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침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언가 해주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 
해야 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는 전환이 필요하 
다. 즉 ‘주는 선교에서 배우는 선교’로 전환해 
야 할 때이다.

물량선교: 선교에 있어 물질은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 선교의 모두를 대신할 순 없다.



선교는‘복합 예술’(複 合 이 다 . 이 말은 물 
질뿐 아니라 선교지의 역사, 정치, 사회，문화 
에 따른 치밀한선교전략，그리고 영적 준비가 
복합적으로 실천되는 현장을 의미한다. 이 말 
은 더욱 빛과 소금으로서 겸손한 삶이 선교사 
의 실생활 속에 자연스레 연출되어짐을 말한 
다.

이 예술적 행위가 어느 무대(field)에서 연 
출되더라도 선교사 자신은 성숙된 자기표현， 
즉 고루고루 잘 연마된 세밀한 행위가 요구된 
다. 어설픈 연출과 연기는 금물이다. 현지인들 
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물질보다 선교사의 진 
솔한 삶을 지켜보고 있다. 물질만 보더 라도 잘 
쓰이면 은혜지만 잘못 쓰이면 하나님 나라에 
암적인 요소가 된다.

아쉬운 점은 선교사가 말씀으로 현지인들 
을 섬기려는 자세보다 물질로 그들의 삶을 정 
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매사에 이 런 
‘정복주의적 사역’은 현지인들에게 많은 혐오 
감을 줄 뿐이다. 그런 이유로 그들 중 일부는 
서서히 ‘물질의 노예화’되어 가고 있다. 섬세 
한관리 없이 현지인들에게 채워주는，필요 이 
상(?)의 물질은 오히려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 
에게 주도권(hegenxmy)쟁취를 위한 ‘집안싸 
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요인이 되기에 조심해 
야 한다.

나눔의 선교로 전환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 모든 것을 맡기셨고 우리를 그 일의 
관리자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때 것’이라는 
소유개념은 비성경적이다. 항상 나에게 주어 
진 것들은 이웃과 나누어 쓰려는 마음이 필요 
하다.

이런 ‘나누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임 이 틀림없다. 가능한 선교지에서 선교 
사들끼리 물심양면으로 나눔의 삶이 필요하 
다. 심적, 영적인 곤경에 있는 다른 선교사를 
만날 때 ‘나’를 떠나 ‘우리’라는 개념을 공유해 
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나에 게 주신 어 떠 
한 것도 나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연약한 지체를 향한 우리의 열린 마음이 필요 
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이 
다. 힘써 ‘공존공생(共存共生)’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결국 ‘똑같이’, ‘다함 
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선교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행되면서, 아니 그 일의 
결말에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이 있다면 ‘청지기 
적 삶’을 꼽을 수 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적 삶이 필요하 
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송구스러운 마음 
뿐이다. ‘좋은 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어두운부 
분, 상처난 곳에 더 깊은 상처를 줄게 뭐야1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시각이 있 
다면 겸손히 받아드리고 싶다. 하지만 우리끼 
리 자화자찬( 自和自贊)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서론에서도 밝힌 대로 깊이 상처난 혈루증은 
그분 손에 드려져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치유 
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샌 바가지를 수리해야 
한다. 현재에 대한 반성 이 없으면 미 래는 우리 
를 외면한다. 잎만 무성 했던 디아스포라 한국 
인에서 열매가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기업가는 구조적 모순을 딛고 전략적 경영 
과 장인정신을 갖고 경영을 풀어가야 하고，유 
학생들은 친구와 부모 곁을 떠나 왜 이 곳에 
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아발견, 그리 
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확립 이 필요하다. 선 
교사는 주야로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사 
랑하고，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의 참신한 모습이 
그 어느 때 보다 아쉬운 때이다. 오늘 우리 앞 
에 놓여있는 백지 위에 ‘디아스포라 한국인’ 
곧 나의 자아상을 그려보자.

하기종/ 중국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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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 은  교 회 ，젊 은  지 도 력

이 글은 지난5월 난징(南京)에서 열린 ‘동북지 
역사회개발을 위한 기독교회의’ 이후 23~29 
일까지의 동북지역방문 프로그램에 동행한 애 
덕기금회 사람들이 쓴 글이다.

동북지역교회의 이해를 돕기위해 애덕기금 
회의 허락을 받고 실었다 -  편집자 주

안중근 의사의 애국거사로 유명한 역 앞 광장 
이라든가, 만주벌판 말 달리던 독립투사들의 
혼이 서린 듯 유유히 흐르는 숭화장(松花江). 
그로 인해 귀에 익은 지명 하얼빈. 동북의 곡 
창지대로도 알려진 헤이릉장성은 그래서인지 
온통 너른 벌판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 
서조차 주변의 경계를 찾기 어려운 지평선만 
이 보이는 곳, 이 곳에도 이제 제법 초여름의 
기운이 온 도시에 감돌고 있었다.

에이뚱장성 기목：22J
남방에 비해 기독교 전파의 역사가 길지 않은 
탓에 종파간 갈등은 거의 없으며 신도들의 신 
앙도 비교적 단순하다는 헤이릉장성에는 현 
재 35만의 신도가 1,500여 개의 교회，처소들 
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며，30여 명의 목회자 
가 사역하고 있다(이 수치는 삼자교회에서 낸 
통계이다_편집자 주).

다른 지방의 교회와 다른 점은 이곳 헤이롱 
장성 교회 및 기독교협회에는 젊은 목회자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5일 
양회 지도력이 대폭 교체되어 동북신학교 제1 
회 졸업생들 6명이 정력적으로 활등하고 있 
어，그들 말대로 전국에서 임원들 평균연령이 
제일 낮은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헤이릉장성 교회들은 목회자 
양성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요약한 헤이릉장성 기독교회의 당면과제는 
첫째,신도가 있는 곳에 목회자가 있도록 할 
것.
둘째, 신도?ᅡ 있는 곳에 교회당이 있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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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훈련의 요람-흑룡강성 기독교 성경훈련센터



셋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신도상 정립 
등이다.

즉 신학생 배양사업，교회 건립사업과 사회 
복지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 
복지 사업은 아직 경제사정이 원만치 못하여,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양로원이나 장애아동 
교육 등에 손을 쓸 생각이다.

이들의 목회자, 전도인 육성에 관한 관심과 
노력은 오랜 기도 끝에 지난해 말문을 연 3년 
제 성경학교로 구체화되었다.

목인자 양성소 성정혼롸신!Et  
성 ■!? 학: 2
도심을 벗어나 백양나무 가로수 길을 따라 반 
시간이나 달렸을까, 진흙탕 골목길을 달려 도 
달한 곳에 붉은 색 십자가와 그 밑에 ‘헤이릉 
장성 기독교 성경훈련센터(黑龍江省敎 
聖經培訓中心)’라고 쓴 아치형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전성의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배출 
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내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인 즉，여 
기는 옛날에 쓰던 장소이고 지금은 약 5분 정 
도 떨어진 곳에 새로 성경학교 캠퍼스를 마련 
하여 작년 12월부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 
며 이 곳은 여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성경학교센터는 중국 기독교인 실업가 
의 헌금으로 마련한 건물로 94년 7^ ■부터 이 
곳에서 단기 평신도지도자훈련을 해왔다. 주 
로 농한기를 이용한 1,2개월의 단기과정을 개 
설하는 이 훈련센터는 그간 400여 명의 평신 
도 지도자를 배출해 내었다. 현재 이 건물은 
주변의 모임장소가 마땅치 않은 처소교회에 
게 예배장소로도 제공된다.

우리가 성경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 
시경. 단층짜리 교사에 들어가니, 휴식시간인 
둣 교실로부터 학생들이 우르르 밀려나왔다. 
교정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체조음악이 나오 
고 체육부장인 듯한 학생의 구령과 더불어 학 
생들은 일제히 맨손체조를 시작하였다. 학생 
이라기에는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고, 학

교생활을 마친 지 오래되어서인지 체조동작 
이 그다지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10여 분 
계속된 체조는 확성기의 탁한 음악소리가 잦 
아들면서 끝이 났다. 바쁘게 스쳐가는，아까 
구령을 하던 그 체육부장인 듯한 이를 불러 
멈추게 하였다. 공교롭게도 조선족 학생이었 
다.

“영의 양식이 중요한만큼 우리들에게는 육 
체적인 건강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날 
마다 이렇게 체조를 하고 또 방과 후에는 자유 
스럽게 구기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교실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나자，교정에는 한가로운 새 소리만이 남게 되 
었다. 현재 성경학교에는80여 명의 학생이 공 
부하고 있다. 여느 중국신학교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반수를넘는52명이고, 남학생은28 
명이다. 이 중 조선족은 19명으로, 여학생 6명 
과 남학생 13명이 있다. 이 학교의 입학자격은 
모두 교회의 추천을 받은 평신도 사역 2년 이 
상의 유경험자로，전 성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 수강 중인 학생들은 350 
명의 수험생 중 합격된 70명과 교회의 특별요 
청으로 선발한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지금은 두 번째 학기가 진행중이며 성경배 
경, 사도행전，로마서, 모세오경, 교회사，히브 
리 민족사 둥을 개설，강의 중이다. 이들의 학 
비는 연 인민폐 2,000원(한화 약20만 원)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파송교회에서 학비를 후 
원하고 있으나, 교회형편이 넉넉지 않아 자비 
부담을 하고 있는 학생도 더러 있었다. 학비 
외에. 식비는 자비 부담해야 하고 기숙사는 무 
료이다. 학생 중 더러는 경제사정이 허락지 않 
아 그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 하고 있었다. 양 
회 내에 ‘신학교육기금위원회’가 있어 전 성 
기독교인의 헌금과 해외의 모금을 바탕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다.

한편，교통이 불편한 탓에 강사들은 한 학기 
강의를 맡으면 대개 학교에 머무르며 가르쳐 
야 한다. 이들은 약 1，2주 동안 한 과목을 가르 
치는데，이는 거의 한 학기 분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20여 명의 교수진 중3명만이 전

請照原樣^  / Qng zh^o yu^ny^ng IT. (칭 자오 위엔양 리.) 원래대로 해주세요 43



남 •̂교회

임강사이고 나머지는 헤이룽장성 내 목회자 
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성경학교가 4년 
제 정식 신학교가 되지 못한 이유는 기본적으 
로 재정상의 문제에 있다. 앞으로 도서관 등 
여타 기본설비가 완성되면 교수진도 더욱 보 
강하여 정식신학교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부족한 목회자를 빨리 육성하기 위한 이들 
에게는 몇 가지 기도제목이 있다. 우선 도서관 
마련인데, 책은 남경신학교나 해외에서 기증 
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간을 마련하지 못 
했다. 장서 1,600권 마련과 이를 위한 건물을 
지을 준비 중이며, 이에 소요될 예산이 약3만 
원(한화 약 3백만 원)이라 한다. 두 번째는 학 
생들의 식사 질을 높이는‘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 뒤편에 양어장을 만들어 학교에서 직 접 
물고기를 길러 학생들에게 영양공급을 하려 
한다. 세 번째는 간단한 응급실 마련이다. 우 
리가 방문했을 때 마침 교사 중 한 명이 감기 
몸살에 걸려 누워 있었고, 전직 간호사 출신학 
생이 돌보고 있었다. 이미 학교 건물 안에 진 
료실로 쓸 공간과 진료요원이 확보되었으나， 
기본적 인 약품과 진료시설을 갖추려면 약 2만 
원(한화 약 2백만 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장학금 확보인데, 이곳에 입학한 학 
생들은 앞으로 전문 목회자로 일하기로 결심

교회에서 45세 전후의 청년들을 
모집하는 광고

하고 자신들의 직 장도 포기 하고 들어온 사람 
들이다. 다른 가족들이 일하거나 여성들일 경 
우에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남성들, 그것도 
농촌에서 온 경우는 가정 경 제를 도무지 해결 
할 방법이 없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아깝게도 
도중하차하기가 쉽다. 이들에 대한 배려는 단 
지 그들의 학비지원이라기보다 그들의 가정 
도 함께 책 임 진다는 입 장이 더욱 강하다. 자기 
직업이 있는 평신도 사역자와는 다르게 이들 
은 앞으로의 일생을 주를 위해 바치는 것인만 
큼, 더욱 많은 배려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 
다. 이를 위해 특별히 양회 신학기금위원회가 
장학금을 마련하여 노력 중이다. 우선 약 10명 
가량의 학생들의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러 기도제목과 그들의 열성만큼 앞으로 
이 학교가 중국의 최북단에서 주의 사역을 감 
당할 일꾼들을 많이 배양하리라 기대한다.

정 부 르 는  2 £ J

헤이릉장성의 남강교회는 한족예배 외에 조 
선족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이를 담당한 이가 
이미란 목사이다.

남강교회는 ‘종교거리’라 불러도 좋을 만큼 
많은 예배당이 위치한 곳에 있었다. 남강교회 
바로 옆에는 동방정교회 예배당이 운치있게 
자리잡고 있고, 건너편에는 또 천주교 성당이

44 小姐, 您是要做頭髮,還是要剪頭髮? / XiSpjie, nin shi y^o zu6 t6ufa, h회shi y^o ji5n.t6ufa?
(사오지에, 년 스 야오 쑤어 터후파, 하이스 야오 지엔 터우파?) 아가씨, 머리를 하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있다.
3년 전 들렀을 때만 해도 비좁은 교회당 건 

축이 당면과제였는데，이제 남강교회는 문화 

재로 지정된 본당 뒤편에 신관 예배당을 갖게 
되었다. 4층짜리 건물의 신관에는 최 대 1,000 
명까지 앉을수 있지만，문화재로 지정된 본당 
을 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새 예배당에서 
는 단지 폐쇄회로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 이 신관 외의 또 하나의 새건물은 본당 
옆에 막  지어지고 있는 성경보급소.

교회 정문 오른편의 사무실 벽은 게시판으 
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 교회 청년부 모임광 
고가 눈길을 끈다. “45세 전후의 신도들은 청 
년집회 에 오십시오….” 중국인들이 얼마나 젊 
게 사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아직 
은 노인이 다수를 이루는 중국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안내문이 아닐까 싶다.

헤이릉장성 교회는 젊은 교회이다. 무엇보 
다도 서구선교사들의 발걸음이 그다지 미치 
지 않았던 까닭에, 타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교파간의 불협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되는 교회를 이루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 
할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다. 한편 기독교협회 
의 대부분의 지도력이 30~40대의 젊은 세대 
로 교체되면서 명실상부 젊은 교회로 발돋움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 또한 없지 않다. ‘광야 
파’, ‘엘리야파’ 등 이단들의 발호가 가장 심각 
한지역이 이 곳이며, 그중에서도조선족교회 
가 당하는 피 해 가 특히 심 각하다고 한다. 게 다 
가 소위 ‘지하교회’와의 갈등은 중국 다른 어 
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모든 문제들은 ‘성숙하고 복음적인 목양’ 
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새로이 선출된 젊은 지 
도력들이 어려운 시기 교회를 지키며 섬겨온 
노목사님들의 경험과 신앙적 지도를 잘 받아 
들여 함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 
한 과제로 여겨졌다.

출처/ <중국교회> 97년 7, 8월호
매덕기금회 해외연락사무소 발행

어 머 니 만  한 국 인 이 라 도  

|  자녀  한국  국적  취 득  가능

앞으로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그 자 
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인 

과 결혼한 배우자는 남녀 구분없이 귀화 절차를 밟 

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월 20일 ‘부모양계(父母兩系) 혈통주 

으I’ 채택을 골자로 한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 
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 
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래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 한해 
한국 국적을 가질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 
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취학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개정법 시행 10년 이전에 외 

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출생한 자가 법시 
행일로부터 3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 
면 국적취득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7천〜 1 만쌍으로 추산되는 한국 여성과 

국제결혼한 부부의 자녀 및 외국인 남편들이 국적 
취득에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성과 결 

흔했던 중국인과 조선족들도 이제 한국 국적을 취 
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국적취득을 위한위장결혼의 폐해를 방 
지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 

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던 조항을 폐지, 한국인 
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남녀 구분없이 국내 2년 
거주入삐 한해 구I화허가를 얻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 취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 . 중 앙 . 국민일보 ’97년 9월 20일

我要傲頭髮。/ m  yao zu6 t6ufa.(워 야오 우어 터우파.) 머리를 하렵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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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유학 수속을 해야 합니까?

Q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에 살고있는 남학생입니 
다. 다음 학기에 중국으 

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지 
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떻게 수속을 해야하는지，유 
학경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 
금해 편지틀 띄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早탁드립니다.

목포에서 이0 0

1992년 한•중수교가이루
A  어진 이후 많은 한국 학 

생들이중국으로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교가 이 
루어진 후에도 사전에 비자를 받 
아야만 출국할 수 있는 특정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한 
국 유학생은 약1만여 명으로 추산 
되고 있는데, 그 중 삼분의 일 이상 
이 베이징Cit끊)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표준말 
을 배울 수 있는 이 점이 있는 반면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한국 유학생 
들이 많아 언어 진보에 장애가 됩 
니다.

어느 지역이나 대학교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 학생들이 적은 지 
역으로 유학을 가면 언어 진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은 생활비가 적 게 들고 언어 진보 
가 빠른 반면 지역 주민들이 방언 
을 사용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 
니다. 본인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에게 아 

직 여권이 없다면 먼저 여권을 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수 
속을 할 때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여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 
으면 그만큼 시간을 지체하게 됩 
니다.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정하 
신 후에 그 학교로 편지를 띄워(중 
문으로) 유학의도를 밝히면 그쪽 
에서 구비서류(학교마다 요구하 
는 서류가 조금씩 다름)를 보내오 
게 됩니다. 그 서류를 구비해서 다 
시 학교로 보내 입학신청을 하면， 
지원대학에서 심사 후 적격자라 
고 판단한 후 ‘입학허가서’와 ‘JW 
202표 (外國來華留學ᄉ員申請表)’ 
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입학 신청 
을 할 때 신청비(報名費)를 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병원에 가서 건강진 
단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종합 
병원(예: 국립의료원，대학부속 병 
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

必  請剪得短一点儿。/ Qng jiSn de du&i yidSnr. (칭 지엔 더 뚜안 이디얼.) 좀 짭게 잘라 주세요



며, 병원에 갈 때 중국어로 된 “외 
국인 신체 검사 기록(外國ᄉ體格 
檢査 이라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입학허가서’와 ‘JW202표’를 받 
은 후 ‘신체검사표’와 여권, 사진을 
준비해서 중국대사관에 가서 수 
속을 하면 1주일 후에 학생비자(X 
비자)를 받게 됩니다. 현지에 도착 
한 후，중국에서 지정해준 병원에 
가서 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 
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 이미 받은 건강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곳 도  있으니 꼭 지참하시기 바람 
니다. 중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 
를 가지고 공안국에 가서 신고를 
하면‘거류증’을줍니다. 입국한후 
30일 전에 공안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날짜를 어기게 되면 하루에 
500원(한화 5만 원 정도)씩 벌금 
을 물게 됩니다.

유학경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학비와 물가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 개인 
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기에 일률 
적으로 말하기에는 참으로 어렵 
습니다. 어학연수일 경우 보통 1년 
에 6백〜7백만 원 정도면 학비，기 
숙사비, 식비, 용돈 등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씀씀이 
의 따라 다를수 있으며, 검소한 유 
학생활이라면 큰 무리는 없으리 
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고 미흡한 점 
이 있다면 가까운 유학원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본 선교회 사무실 
로 전화해 주십시오

석은혜/본지 편집장

\am 사 람 薩
문학성보다는 복음성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성일 씨가 11 번째 장편 
소 설 『바깥사람들』을출간,관심을모으고 

있다.
『바깥 사람들』은 소설(fiction)이라기 보다 

는 사실(nonfiction)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무대는 압록강 주변의 연변지역. 선 
교사 신분을 감춘 치! 기업활동을 하는 강길레 
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속적인 인 
물 선창. 작가는 두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중국 조선족들의 실태와 북한의 긴박한 
상황 등을 보여준다.

작가는 말한다. 이 작품을 읽고 편안하게 옷 
어버린다면 화가 날 거라고. 이 무거운 선물이 
사람들의 영혼을 강타하길 바란다고. 또 불신 
자를 전도할 때 옹색한 설명보다는 이 한 권의 
책이 진정 정답이 되길 바란다고….

지자/ S  성날 일행/ 국& 일보n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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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사역의 효과는 항상 환경 조건이 유리한 
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주관 
적인 마음이다. 한 심령이 하나님을 받아들이 
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어떠한 불리한 
환경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몇 년 동안 중국 교회의 
성장과정에서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느 
낀 사실이다.

중국의 기독교 신도들은 지금 새로운 압력 
을 받고 있다. 삼자에 등록해서 집회장소와 사 
역내용을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 
부하는 집회처와 그 사역은 잠시 중단된 상태 
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처럼 광활한 복음의 
밭에 추수할 곡식 이 가득하였는데, 그 누가 복 
음의 전파를 막겠는가? 하나님 께서도 확실히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중국 교회에 더해 주 
신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여 나는 이러한사 
실을 몸소 체험하였다.

이안안 으로
내가 난시에 도착했을 때는 주일 아침 이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마중나온 사람이 없어 기분 
이 안 좋았다(이것이 나의 단점이고 연약함이 
다). 천천히 역에서 나온 후에야 P 자매가 바 
쁘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번달부 
터 그녀의 집에서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녀와 오빠, 어머니가 각각 
한 층에서 살고 있는 3층짜리 건물에서 어머 
니의 집에서는 주일 아침 집회를, 오빠의 집에 
서는 어린이 주일학교를 열었다. 그러나 그녀 
의 집에서는주일 아침 무 집회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p 자매는 “신도들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어머니 집에 자리가 부족해 우 
리 집에서 주일 아침 집회를 갖게 되었다”며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말했다. 그녀의 집은 너무 작아 
매번 집회마다 150명에서 160명 가량의 사람 
들이 모이는데, 모두 앉을 수가 없었다. 그래 
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 집회에 참석한다 
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그녀는 일부러 나를

助 吹風嗎? I Chulfeng ma? (취평 마?) 드라이 하시겠습니까?

S극 3호1
저̂ 기(”|5)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부흥

메이쩡즈(梅增知)



장승원 그림

마중나온 것이다. 늦은 것에 대한 약간의 미안 
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이다. 나는 그들의 사역 
의 발전과 부흥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감사하 
기도 하고，다른 한편으로는 심한 죄 책감을 느 
꼈다. 그들을 마중나오게 해서 불편을 주었을 
뿐 아니라늦은 것에 대해 기분 나빠했기 때문 
이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형제자매에게 
도 미안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이다.

중국&  B 보시는 신 표1
P 자매의 집에 오니 과연 대문을 닫을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사람이 꽉 차 있었다. 
P 자매는 나를 그녀의 오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는 10세 가량의 아이들 20여 명 
이 모여 어 린이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다. 예배 
가 끝나자 교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사람씩 기도하라고 말하였다. 나는 ‘어린 
아이들이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하고 속으로 
중얼거 렸다. 그러나 아이들은 앞다투어 기도 
를 이끌어나갔는데，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자 
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의 성찰과 다른 아이들 
을 위한 중보기도였다. 기도를 어쩌면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지 정말 놀랐 
다. 가난한 환경은 아이들을 더 성숙하게 훈련 
시킨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끝난 후 P 자매는 나를

그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도 집회가 막 끝나 신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안에서 10명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신한 이들로，X 형제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 
었다. 나는 이렇게 많은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신했으니 오늘 집회는 분명 특별한 복음집 
회 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P 자매 
는 거의 매주일 이렇다며 적게는 몇몇, 많으면 
10명에 서 20명 이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날 아 
래층에 살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 집에서도 두 
명 이 예수님을 영접 했다. 나는 “이렇게 귀한 
간증을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별 놀랄 일이 아니라는 듯이 “이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라고 말하였 
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복음사역을 했던 나는 
복음이 중국에서 이렇게 쉽게 전파되는 모습 
을 보면서, 정 말 부럽 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 
고 또한 부끄러 운 마음이 들었다. 누가 하나님 
께서 중국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 
가? 또한 ‘교회에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 
해가는’ 축복을 어디에다 비할 수 있겠는가?

밀는 자를 날로
하나님 께서는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나로 하 
여금 죄인이 회개하여 기뻐하는 맛을 보게 하 
셨다. 이번에 나는 중국에서 춘제(春節:음력

不, 請遞給我一面鏡구. I Bu, qTng dlgei wO ylml̂ n jingzi. (뿌, 띠게이 워 이미엔 징즈j  아닙니다. 거울 좀 주세요



설)를 지냈다.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는 여전 
히 과거의 전통대로 이 명절 기간에 부홍전도 
집회를 했다. 내가 S시에서 설을 보낼 때는 
그믐날부터 사역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었으 
며, 연초에는 하루종일 집회가 있었다. 신도들 
대부분은 연초에는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하 
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 
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 
들을 데리고 와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설교는 
신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뿐 아니 
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 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어야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습관적 
으로 이를 ‘부흥전도집회’라 부른다.

섣달 그믐날 밤，많은 눈이 내려 기온도 영 
하로 떨어졌다. 나는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친척들이나 친구를 만나야 하므로 매우 바뿔 
것이고，게다가 눈까지 내렸으니 분명히 집회 
에 참석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내가 막 집회장소에 
도착했을 때，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 
고，늦게 온 사람은 문 밖 눈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날 집회에서 10명이나 예수님 
을 영 접 했다. 대부분 성 인 남자였고 그 중에는 
공산당원도 있었다. 몇몇 자매는 남편이 예수 
님 믿기로 작정하고 결신기도를 할 때 옆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 해가 시작되는 첫날 그들에게 주 
시는 최대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연이어 이틀 동안 S시의 한 그룹의 청년신 
도들이 교외 농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각기 
전도지를 나눠주었고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 
였다. 우리들이 해외에 있을 때 종종 중국 신 
도들이 어쩌면 이렇게 빠르게 많은 수가 증가 
하는지，그리고 복음의 문이 어쩌면 이렇게 쉽 
게 열리는가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 
런데 이번 H 시와 S 시 두 곳에서 보고 들은 
것은 나의 이해를 도와준 귀한 체험이었다.

메이S 즈/  중국 지도자 양육 훈련 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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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선 교 의  새 로 운  동 향

(The New Context of World Mission)

그림과 최신 통계클 사용하여 오늘날 세계선교의 전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간략하고 읽기 쉽게 기독 
교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금세기 말의 세계 상황을 알리 
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에게 두꺼운 
책이나 학문적인 자료, 긴 정보를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책자는 몇 가지 복잡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현재의 선교 상황에 대한 개 
괄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선교의 역사적 맥락
선교개념의 변화되는 패러다임,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상황
종교로 본 세계, 가난한 자와 어린이들, 분쟁 속의 세계 
인구, 지구통합경제, 인구와 수입, 통신망과 기술

세계의 교회
세계 그리스도인 분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의 교회

기독교 선교의 도전
선교를 위한 자원의 배치, 복합적 긴급구호 상황과 
난민들, 여성의 중요성

저자 브라이언트 L  마이어즈 박사는 국제선명회의 
선교화 전략을 위한 부서의 부총재이며 MARC(Mssî  
Advanced Reaserch and Communication Center)의 다!표

이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ᅳ브라이언트 L  마이어즈 저 • 한철호 역 . 61쪽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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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n

냉정한 일처리 冷 处 理
왕러 텐(I또天)

중국의 개혁 개방이 한창인 요즘，많은 기업들이 큰 야심을 갖고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협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장기전으로 돌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말고, 초반전부 
터 무리하게 기운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냉정한 일처리(?)’이다.

j신 헬 뻗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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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정(新 疆 )의  봄
셔 0 ^

벨혈황
엔사{晏沙)

3월이 되면 신장(新疆)의 북부지 
방은 얼어붙은 세상에서 벗어나 
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막지대 오 
아시스에는 o!•주 작고 귀여운 풀 
이 돋아나면서 봄이 왔음을 우리 
에게 알려준다. 신장위구르 자치 
구의 일교차는 매우 크다.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이슬 
람교를 믿고 있지만 이슬람 교리 
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한 손으로 
꼽을 만큼 드물며，신앙에 대한 태 
도는 진지하지 않다. 그들은 하나 
님을 ‘후다’(음역)라 부른다. 쿠룬 
시에서 일명 ‘교회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기독교는 반대의 물결에 
부딪치고 있지만, 우리같은，주께 
속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은 하 
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 
호의 기회이다.

주를 수1테  디  E 지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으 
나 신앙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는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한 집회를 통해 우주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 
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로 나는 줄곧 교회에서 봉사하 
였다. 하루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 
가 열렸는데，목사님께서 “중국에 
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 
며, 우리가 중국 영혼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말씀 
을 선포하면서 슬픔을 주체할 길 
없어 흐느꼈고 나도 강단 아래에 
서 눈물을 홀렸다. 그 순간 시편 
126편의 마지막 두 구절이 떠올랐 
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머금고 심겨진 것은 반 
드시 즐거움 속에서 볏단을 묶어 
거두어 들일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사역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 
서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한 
다고 고백했다. 그 후 나는 여호수 
아가 가나안 땅을 위하여 기도했 
던 것처럼 “나의 가야 할 곳이 어 
디 인지 알려 달라”고 하나님 께 쉬 
지 않고 기도하였다.

리  사자1로 보내사  하 나 냐

어느 날 장(張)이라는 성을 가진 
한 자매가 교회를 방문했다. 그녀 
는 지금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전 
도할 동역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느낌이 왔다. 그러나 나는,
‘그럴 리가 없아 여기서 신장이 얼 
마나 먼 지역인데. 말도 안돼.’라고 
생각하며 그 느낌을 지우려 애썼 
다.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 
역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나는 집 
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나에겐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 한 
명이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 
던 터였다. 우리 자매는 너무나 친 
밀했던 터라 만약 내가 멀리 신장 
으로 떠나게 된다면 둘 다 이별의 
고통으로 힘들어 할 것이 분명했 
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가라 
고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장만은 안

父  1您理什麽式後? / Nin II shenme shlying? (닌 리 션머 스양?) 어떤 스타일로 이발 하시겠습니까?



됩니다. 그 곳은 너무 멀어서 여등 
생을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셨다. ‘내가 네 여동생을 돌 
보아 주겠다. 네가 돌보는 것보다 
내가 돌보아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 
를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 
래에 대한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 
케 하셨다.

내 나이 불과 스무 살이던 해 교 
회와 교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 
었다. 앞으로 나와 함께 신장에서 
사역하게 될 16세의 동역자 자매 
와 같아".

시 기  책 | 으I q 에  T4려

아직까지 복음이 미치지 못한 신 
장에 도착한 우리는, 천산(天山) 
을 바라보면서 ‘이 곳에서 무사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 달 
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았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 
를 이 곳에 데리고 온 장 자매가 
우리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라며 심하게 짜증을 냈다. 어느 날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내가 당신네 교회 
에 간 것은 기독교 서적과 소책자 
를 얻으러 간 것이었지, 신장에서 
사역할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녀의 말에 매우 실망 
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정말이 
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 
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가 
르치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이 멀고 낯선 신장 땅까지 와서 이

런 곤경에 빠지리라고는 상상조 
차 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울면서 우리를 위해 길 
을 열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눈 
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한 
가정교회로 인도하셔서 그 교회 
를 섬기게 하셨다. 우리가 찬양 시 
간을 인도했는데 뜻밖에도 함께 
부른 찬송가 한 곡 한 곡을 통해 
신도들이 큰 감동을 받기 시작했 
다. 집회가 끝나기만 하면 많은 신 
도들이 몰려와 찬송 가사를 적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일로 인해 우 
리는 신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 자매는 이러한 상황 
에 더욱더 불만을 느꼈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심하게 시기하고 질 
투했다. 그녀는 말하기를, 자기네 
는 호함파(呼喊派:중국의 한 이단 
종파. -역자 주)이므로 우리가 알 
고 있는 찬송을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시 
그녀는 어떤 구실을 내세워서든 
지 우리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 
고만 했다.

곤 TJ슬 테* 12
마침 한 자매가 한 농촌 개간지에 
세워진 부대 집회를 가는데 함께 
동행하자고 요청했다. 우리는 기 
쁘게 승낙하고 곧바로 출발했다. 
그 부대는 우리가 살던 곳에서 차 
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 
었다. 그 곳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홍분감에 들떠 
있었고,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무슨 마른 하늘 
에 날벼락이란 말인가. 우리와 동 
행했던 자매가 정신병을 앓고 있

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를 강제로 차에서 내리 
게 했다. 그리고는 낯선 가정으로 
데리고 가더니 우리만 남겨 놓고 
사라져 버 렸다. 우리가 머물게 된 
가정에는 매우 친절한 그리스도 

인인 할머니와 술주정뱅이 아들 
부부, 그리고 두 명의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 두 명 의 손자 중 큰손 
자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 
으나 작은 손자는 불량배였다. 그 
가 항상 우리를 섬뜩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므로 나는 ‘이 곳에 계 
속 머물러 있다간 큰일 나겠다’라 
고 생각했다. 우리는 거실에서 기 
거했는데 항상 문이 열려 있었고, 
때때로 그가 다가와 말을 걸었으 
므로 매일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행여나 그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곳에서 벗 
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장 자매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 무 
서운 사람들과 함께 이대로 머물 
러 있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매일 우리는 두려운 마음 때문 
에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 
며 큰 소리로 울며 기도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 
난처였다. 몇 번 기도한 후 딱히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한 우리는 다 
시 장 자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 자매 
는 그동안 우리에 대한 자신의 태 
도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 
분은 죄수들로서 노동개조를 목 
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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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들이 그 곳에 가면 종종 안 좋 
은 일이 생기곤 했는데, 너희들이 
이번에 갔다가 아무 탈 없이 무사 
히 돌아와 매우 다행이구나.”

서 러 께 서  * iE 긍I■人i  人!그

신도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우리 
를 초청하였다. 평신도였던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설교를 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신도들이 설교를 
요청했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성 
령충만하기를 간구한 후 말씀을 
전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 
록 평범한 말들이긴 했으나 설교 
도중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 
꼈고, 생각하지도 못한 힘이 생겨 
남을 보았다. 설교 내용은 나 자신 
까지 감동을 받을 만큼 놀라운 것 
이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 
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 
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모임이 끝 
난 뒤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교 
제하기를 원했으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설 
교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일은 나와 동역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 규 모  가정 
집회에서 설교했고 그 지역의 신 
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갔다. 
한 번은 한 유목민 가정을 방문하 
였다. 그들이 양치는 것을 도외주 
면서 우리는 녹색의 풀이 주단같 
이 깔려있는 대초원에서 0ᅵ름다 
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 
양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만끽하 
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에 우리가 
돌보던 양들에게 문제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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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풀을 먹은 양들이 내내 숨을 
헐떡거리는 것이 아닌가! 같은 초 
원에서 똑같은 풀을 먹은 이웃 양 
들은 6f무 일이 없는데 말이다. ‘우 
리가 머물고 있는 집의 양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한 마리도 절대로 죽게 해선 안 된 
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무릎 
을 끓고 양들이 무사하게 해 달라 
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 
께서 허락하시면 아무리 불가능 
한 일이라도 가능하며, 반대로 허 
탁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를 잘 알 
고 있었다. 30분 정도 지나자 양들 
은 더이상 숨을 헐떡이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 나지 않 
아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 
게 되었다. 가는 도중 교회 지도자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황(黃) 
형제를 만났다. 어느 날 특별집회 
때 황 형제가 없었으므로 사람들 
이 내게 설교를 요청했다. 나는 설 
교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들의 요 
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설교 
하기 전 성령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5가지 색상의 분필 
을 사용하여 칠판에 그림을 그리 
면서 설교를 하였다. 신도들은 매 
우 신기해했고, 설교에 대한 반응 
도 좋았다. 설교 내용이 녹음되었 
고 많은 사람들이 그 테이프를 구 
입하였다. 이번 일로 우리는 설교 
하는 것에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후 한 학습 • 양육 집회에서 
황 형제가 “예수의 생애”，“신앙의 
중심”, “창세기” 등을 준비하였다. 
"창세기”는 가르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의를 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강의에 대한 형 제,

자매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그들은 우리가 더 많은 과목을 가 
르쳐 주기를 원했다. 38일을 한 학 
기로 한 이 양성반에서 나는 하나 
님의 창조를 학생들의 수준에 알 
맞게 체계적으로 강의하였다. 나 
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하 
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 
를 기도드렸다.

부?  m i 에 다 나

양육이 끝난 후 4월부터 8월까지 
사역자 훈련이 있었다. 우리는 외 
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므로, 우 
리의 강의는 4월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황 형 제는 나의 동역자에 
게 이렇게 말했다.

“5월 이후부터 신장은 특별히 
바빠지니까 너희들은 집으로 돌 
아가는 것이 좋을 것같다.”

그는 우리를 질투하였고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지 쫓아내려고 
하였다. 신장에서 전도하는 길이 
이미 열렸는데，장 자매와 마찬가 
지로 이제는 황 형제가 그 문을 가 
로막은 것이다. 우리가 신장에 온 
것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 
이었지 황 형제의 자리를 빼앗으 
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어 
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답 
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뿐이 
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연히 고향에서 온 자 
매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 
로해 주셨다. 그녀가 우리를 방문 
하였을 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 
지 모 를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 
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깊 
이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길

(사오지에,



을 열어 주셨다. 황 형제가 외출하 
고 자리를 비운 동안, 신도들은 우 
리에게 자위밍(賈玉銘) 목사의 
‘조직신학’을 강의해 주기를 요청 
했다. ‘조직신학’은 절반이 고문체 
(古文體)로 되어 있어서 강의 첫 
날은 1시간 동안 성경만 찾았고, 
일주일 내내 집회시간을 뺀 나머 
지 시간에 쉬지 않고 공부했다. 형 
제, 자매들은 이와 같은 강의가 앞 
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래 
서 우리는 그해 여름 제1회 부흥회 
를 개최 했다. 여기서는 자 목사의 
‘조직신학’의 관점을 과정 중에 적 
용시키는 것이 주였다. 대부분 지 
식인들이 참석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 본 적이 없 
었던 그들은 매우 흥분하였고 큰 
격려를 받았다. 설교 내용은 사람 
이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한 것이 
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를 모두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 4일째 되던 날 저녁, 한 
자매가 남편을 데리고 와서 하나 
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했다. 성령의 빛이 그 자매 
의 마음 속 깊아 감추었던 어두움 
을 비췄다. 문화대혁명 때 자기 자

신이 부친을 목매어 죽게 했던 어 
두움을 본 것이었다. 그 장면을 본 
즉시 그는 부친을 죽도록 한 것이 
죄임을 깨닫고 큰 소리로 울며 하 
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한 달이 못되어 집으로 
돌아온 황 형제에게 아내는 다음 
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사 
람들에 게 빛을 보게 했어요. 그런 
데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이상한 소 
리를 듣는 듯하더니 울며불며 난 
리를 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석한 사 

람들 중에는 우리를 무슨 이단으 
로 오해한 사람들도 있어서，황 형 
제는 매우 언짢아했다. 그러나 하 
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와 함께 말씀을 공 
부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비방하 
지 않았다. 황 형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주님 감 
사합니다!’

그 후 우리는 지역을 돌아다니 
면서 계속 신도를 양육했고, 끊임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을 경험하였다.

다 시  入 로  북르아다0t

엄동설한이 지나고봄이 왔다. 3월 
은 농번기이므로 사역자 훈련은 
일단락 마무리되었다. 다시 고향 
으로 돌아온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가지에 푸른 새 순이 돋아난 것처 
럼 생기로 가득하다. 우리는 자주 
신장 지역에서 정처 없이 떠돌던 
전도생활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련이 얼마 
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한다. 
언젠가 나는 신장,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그 땅으로 다시 갈 것이라 
는 것을 잘 안다.

천산 정상의 쌓인 눈, 예기치 않 
게 불어오는 광풍, 일망무제의 사 
막, 그리고 여름날 면화를 따는 노 
인들…. 이러한 갖가지 장면들이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하 
나님이 보내시기만 하면 언제든 
지 나는 다시 신장으로 돌아갈 것 
이다.

출처/ 「中國與福音」제14기, 
원제: 北a 之春

번역/ 정회정■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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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_  에 윈난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여 마게도니 아의 “와서 우리 
를 도와주소서” 라는 호소가 점점 커졌다. 윈난성에 있는 교회 중 목자 
없는 양들이 매우 많아 그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중국기독교 
농촌사업위원회는 양회의 초청에 응하여，1996년 8월 중 윈난성의 등촨 
(東川)현，누장(怒江)주, 따리(大理)시 등, 세 곳에서 사역자 훈련을 도왔 
다. 이제 이번 사역자 훈련에서 경험한 것을 주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과 함께 나누고자 이 글을 쓴다. 모쪼록 이 글을 읽고서 변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를 간절히 바란다.

갈급한 심령
8월 2일 둥촨현 사역자 훈련반 개학예배 때 그 곳에 모인 형제자매 
들은 하나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날의 성과가 있기까지 그 
등안 성도들이 주 앞에서 기도로 드린 시간이 자그만치 10년이었으 
니 어찌 감격의 눈물이 나지 않겠는가?

따리시 사역자 훈련반의 한 노인 집사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나 됐지만 사역자 훈련반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것 
은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날 마침내 여러분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 
다. 우리들을 둘러싸며 기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사랑스러운 지 
체들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사랑,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 
모함,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 등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동안 내가 한 사역자로서 어깨에 지고 있던 책임 
감의 무게가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곳까지 오느라 힘들었던 
모든 여행길의 피로가 금세 말끔히 씻어졌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강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려움 속의 부흥
윈난성에 있는 모든 지역의 경제는 보편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교회는 
더더욱어렵다. 누장주의 훈련생들은 매일4원(한화40원)의 식비를내면 
서 두끼를먹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 그 곳에는 단돈 
4원의 식비를 내지 못해 계속해서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둥환의 훈련생들의 형편은 이들보다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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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전국 양회 농촌공작위원회는 
원난성 기독교양회의 초청을 받아 강소 
성의 주(朱月德) 목사, 안휘성의 매馬建 
華) 목사, 절강성의 동역자 예时小蓮) 
자매와 하남성의 탕(唐永權) 형제가 이 
위원회의 부주임인 자오(趙志恩) 목사 
의 인솔히에 원난성 몇몇 지역을 방문하 
여 그곳교회 제자양육사역에 도움을 
주었다. 이 글의 내용은 그들중 몇 분이 
쓰신 것이다. [편집자 주1



그들의 왕복 교통비는 모두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허름하고 비좁은 기숙사는 학생들로 꽉 차 있다. 외지에서 온 훈련생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들의 생활비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깨끗히 청소한 
후 외지 학생들에게 개방하기도 한다.

감격의 눈물
이번 사역자 훈련반은 훈련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 “사역자의 자질훈련”， 
“기층 교회 목회사역” 등을 골자로 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훈련생들의 반응은 대체 
로 만족해 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이 과목들이 영성 면에서나 지식 면에서 모두 그들이 
몇 년동안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풀어 주었노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들의 
신앙관도 물질보다 영원한 생명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목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강의는 그들의 믿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으며 성경 연구와 목회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제 그 곳을 떠나게 되었다. 그 날 
형제자매들의 축복송을 들으면서 모두 감사와 아쉬움의 눈물을 홀렸다.

중보기도 요청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호소는 윈난성 도처에 있다. 그들의 기도제목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소수민족의 문자로 번역 및 출판사역이 시급하다.
이 사역은 특히 소수민족인 크리스천에게 매우 중요하다. 누장주의 리쑤족은 총인구가 
약 50만 명인데 그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20만으로 절반 가량 된다. 그들은 중국어로 
된 기독교 서적이 리쑤어로 번역되어 그들이 읽을 수 있기를 매우 갈망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말로 된 성경과 찬송가의 출판도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자양( 自養)의 어려움
윈난성 지역의 낙후된 경제와 불편한 교통 때문에 한때 (꿋a 》잡지를 구독한 교회는 
어려워진 자금 사정으로 구독을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안의 위기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 교역자에 대한 자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을 뿐더러 지체들을 돌보지 않는 사례가 많아 몹시 안타깝다.

종교 정책의 실현
윈난성의 종교 정책은 대체로 불균형하게 시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정부와 종교국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해외 세력의 침투
윈난성은 지역상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많은 신학교에서 
유능한 젊은사역자에게 장학금을 주어 외국에 공부하러 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

洗不洗頭? /  XT bd XT t6u?(시 부 시 터우?) 머리률 감으시겠습니까?



원난성은 다른 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는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주님를 사랑하는 마음은 뜨겁기만 하다.

서 친척 방문이나 사업을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해외에 나가 신학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종종 중국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양회의 설립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곳에 양회가 설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요즘 세간에 떠돌아 다니는 
많은 이단들이 윈난성에 와 활동하면서 이 곳 지역 사회와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양회가 설립되면 교회를 관리함과 동시에 이단사설을 타파하는 일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윈난신학원의 복교문제
윈난신학원이 수업을 중단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다. 이로 인해 추수해야 할 곳은 많으나 
사역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은 교회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소수민 
족의 교회가 발전하는 데 더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의인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부디 윈난성의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해 주기 
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 天 風 97년 11호

번역/차이나-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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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을 버리고 복음을 전한 왕짜이(王載)

, . . (1898~1975)는
왕 짜 0  | 청나라 말에 태어

나 민국시대에 학 
업을 마치고 좋은 관직에 있었을 
때，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관직 
을 버리고 교회 전도 사역에 헌신 
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는 푸저우(福州)에서 태어나 뜻 
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열 
심히 전도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 국내 
외 각 지역을 다니면서 더욱 크게 
전도활동을 벌이며 40여 년을 바 
쁘게 사역하였다. 특히 그의 설교 
는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고 단락 
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듣는 사람 
의 마음을 감동시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 또한 

매우 일찍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전도와 선 
교에 열심을 기울여 많은 결실을 
맺었다. 그의 이러한 노력과 성취 
로 ‘중국의 무디’라는 칭호를 받았 
고, 중국 기독교사에 찬란한 한 페 

를 장식했다.

호I

왕짜이는 푸젠(福建)성 푸저우시 
의 난타이다오(南台島)에서 태어 
났다. 푸저우는 중국 남쪽 연해의 
유명한 항구이다. 서방문화가 중 
국에 들어온 19세기 중엽인 그 당 
시에 가장 먼저 개방된 도시로, 외 
국인이 상점을 차리고 거주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허 가한 5개 항구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감리교, 성 
공회，공리종 등의 선교사들이 모 
두 푸저우로 들어왔다. 왕짜이는 
그 당시 교회를 지어 열심히 전도 
하였다. 개종자 중 많은 신도들은 
선교에 몸을 바치거나 전적으로 
교회사역을 하였으며 유능한 목 
사가 되기도 했다. 이로써 푸저우 
는 중국 기독교회에서 지도자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양육된, 두 개 
의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또다른 
지역은 북쪽의 산둥(山東)성으로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왕짜이는 비록 기독교가 비교 

적 왕성한 지역에서 태어나긴 했 
으나，그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왕

不, 請遞給我一面鏡子. I Bu, qTng dlgei wO yimî n jlngzi. (뿌, 띠게이 워 이미엔 징즈J 아닙니다. 거울 좀 주세요 61



짜이의 자전 단편집『모진 풍파 
속의 30년 - 僕 僕 삐 중 에  
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왕짜이의 
동생 왕즈(王時)도 유명한 목사였 
다고 그의 자전 단편집「부름받 
아나선 40년-蒙召 40후』에서 가 
족을 소개할 때 자세히 묘사해 놓 
았다.
‘나는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 

다.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우리 가정 
은 대가족으로 큰 정원이 있는 집 
에서 1〜2백 명의 10대 가족이 함 
께 살았다. 1~2백 명 중에는 공부 
하는 사람，장사하는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 등 여러 방면에서 일하 
고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왕짜이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촉한 것은 집 안에 감춰 져 있던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였다. 이 성 
경은 왕짜이 부친의 친구인 쉬산 
요우(許珊友)가 왕의 부친으로 하 
여금 성경을 읽고 기독교의 교의 
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 
친은 일이 바빠 읽을 만한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 아예 읽고자 하 
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9살이 
었던 왕짜이는 그 때 한참 우표수 
집에 열을 내고 있었다. 그는 우표 
를 분류해서 넣어둘 만한 책을 잦 
던 중 서고에서 이 성경을 발견하 
였다. 이 때부터 성 경은 그에 게 가 
장 소중한 책 이 되었다. 그러나 그 
것은 성 경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우표 때문이었다. 성경 
책에는 글씨는 없고 우표만 꽂혀 
있었다. 단지 아홉 살밖에 안 되고 
글도 알지 못했던 그였지만, 성경 
을 읽으려는 마음은 있었다. 그에

게 성경은 정말 심오했다. 비록 성 
경을 접촉하기는 했으나 당시 왕 
짜이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완전 
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당시 그는 
성경책과 자신이 앞으로 결코 떨 
어질 수 없는 인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g s fi*  에 수 께  이g « |기까지

민국 2년(1913) 14살 때 왕짜이는 
상하이(上海)의 남양공학교(南洋 
公學敎)에 진학했다. 이 학교는 당 
시 중국에서 새로운 학제를 실시 
했던 학교로 사범원, 상원, 중원， 
외 원 4부서로 나뉘어 졌다. 왕짜이 
는 오늘날 중학교에 해당하는 중 
원에 입학하였다. 이 학교는 비기 
독교에서 만든 것이어서 종교에 
대한 강의가 없었으므로 학기 기 
간에는 기독교를 접촉할 수 없었 
다. 청소년기에 호기심과 지적 열 
망이 가득했던 왕짜이는 푸저우

를 떠나 푸저우보다 더 번화한 상 
하이까지 왔으나, 인생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 
다.

그런데 한번은 발을 헛디더 높 
은 곳에서 떨어져 2개월 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 있 
으면서 다리가 낫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음과 공허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때부터 인생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 
로 내려온 유，불, 도교 등 여러 종 
류의 학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때의 공허한 마음은 그 어느 것도 
답을 해주지 못했다. 그는 그저 운 
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세상을 살아 
갔다.

민국 4년(1915) 왕짜이는 남양 
공학교를 졸업 한 후 더 높은 전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였 
다. 그는 해군에 흥미를 가지고 있 
었고, 그 당시 의 환경도 적 절하여 
평생 직업군인이 되고자 산등성 
의 연대해군학교(烟臺海軍學校 
-Chefoo Naval College) 에 들어 
갔다. 졸업 후 해군계에서 원대한 
계획을 펼칠 준비를 하였다.

1년 뒤 왕짜이는 연대해군학교 
를 졸업 했으며, 그 후 우쑹(吳淑), 
난징(南京) 등지의 군함에서 복무 
하였다. 그는 참으로 앞날이 창창 
한 청년이었다. 직업이 안정되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 
겨，이미 그와 약혼한 여자인 판샤 
오롱(潘少容)과 얼마 동안 사권 
후 푸저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판샤오롱은 상하이에서 학교를 
다닌 지성인으로 왕짜이의 인생 
의 좋은 반려자였을 뿐 아니라 그 
의 일생을 변화시킨 사람이었

先生, 您要理靜馬? I Xiansheng, nin y^o fffa ma? (시엔성, 닌 야오 리파마?) 선생님, 이발하시렵니까?



다. 왜냐하면 왕짜이에게 기독교 
를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 
기 때문이다.

판 여사의 가정과 그녀 자신도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왕짜 
이와 약혼할 당시만 해도 그녀는 
비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약혼 
한 이후 교내에서 열린 전도집회 
에서 안위츠(安汝慈) 여사의 설교 
률 들은 후 감동을 받고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다. 기독교인이 
된 샤오롱 여사는 왕짜이에게 열 
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그녀는 외 
지에서 일하고 돌아온 왕짜이에 
게 근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 
라고 권했다. 왕짜이는 샤오롱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 왕짜이는 교회에 
가라는 말에 깊은 반감을 표시했 
으며 샤오롱에게 야유가 섞인 편 
지를 보냈다.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정 
말 축하한다. 게다가 나까지 교회 
에 조청해 주다니 ! 하지만 나는 정 
말 교회에 갈 시간이 없고, 설사 갈 
시간이 있다하더라도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왕짜이는 고향인 
푸저우로 돌아와서 결혼준비를 
하였다. 신부 측에서는 기독교 의 
식으로 결혼하기를 고집했다. 이 
에 대해 왕짜이는 결혼만 하면 될 
뿐 의식 따위는 그다지 중요한 일 
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래서 민국 
5년 (1916) 푸저우의 화남여교에 
있는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 
고 그들은 정식 부부가 되었다.

결혼 예배가 끝난 후 왕짜이는 
신부를 데리고 난타이의 고향집 
에 갔다. 중국 전통상 결혼식을 막 
마친 신랑, 신부는 먼저 옛 고향집

의 사당에 가서 조상의 위패에 절 
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신부인 샤오 
롱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 
하였다. 할 수 없이 신랑인 왕짜이 
혼자서 절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친척들의 눈에 매우 못마땅하게 
보였고 불길한 조짐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신랑인 왕짜이 역시 아 
내의 행동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우리 가문에 들어온 첫 
날부터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 
니，이게 무슨 체통이람’하고 생각 
하였다. 결혼한 지 3일 째 되던 날, 
이 날은 마침 주일이었다. 왕짜이 
는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 
지 않아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갔 
다.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완전 
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예배가 끝 
날 때 불렀던 찬송가, “내 주를 가 
까이”에 매우 감동했다. 그는사람 
들이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를 때 
‘이분은 대단한 신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전에 사람들이 <우상 
과 가까이 하길 원하네>라고 노래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중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 
진 자선단체, 예를 들면 병원, 학 
교, 고아원 둥을 생각했다. 또한 세 
계역사도 BC와 AD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생각이 났다”라며 그 
때를 회상했다.

그날부터 기독교에 반감을 가 
졌던 그의 태도를 바꾸어 진실되 
게 기독교를 알기를 원했다. 샤오 
롱 여사는 자연스럽게 그의 좋은 
인도자가 되었다. 그녀는 왕짜이 
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화남여 
자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화(華) 
선생을 소개해 주어 그의 성경연 
구를 지도하게 했다. 왕짜이는 사

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구약이 어 
렵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읽으려 
다가, 마태복음 첫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는 읽고자 하는 마음 
이 사라져 버 린다는 말을 주위 사 
람들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읽었고 결국에 
는 단맛에 맛들인 것처럼 점점 빠 
져들어갔다.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을 읽을 때는 예수와 다른 관 
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태복음 
의 결말부분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칭의를 읽었을 때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끓기로 결심하 
였다. 결국 민국 9년(1920) 왕짜이 
는 세례를 받았다.

자으ᅵ 기joil

그는 전임사역자로 살 것인가와 
해군에 종사할 것인가를 놓고 중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 때는 여 러 해 동안 해군에 종사 
했기 때문에 앞날이 창창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그만둔다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 
다. 결단을 내리는 데 1여 년 간의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민국 10년 
(m i) 그가 강정(江貞) 군함의 일 
등 항해사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읽게 되 
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 
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 
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 
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 
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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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부르시는 증거라고 느꼈 
다. 여러 어려움과 장애를 이기고 
해군을 떠나 고향인 푸저우로 돌 
아가 정식으로 사역하기 시작했 
다. 그때 나이가 23세였다.

왕짜이의 전도 사역은 여러 면 
에서 중국 기독교사의 최초의 시 
도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는 어 
떠한 정식 신학교육도 받지 않았 
으며, 서양교회의 후원 없이 오직 
믿음으로 전도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에서 ‘자유전 
도자’와 ‘전국을 다니는 전도자’라 
고 일컬어졌다. 그는 고향인 푸저 
우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였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방전도였 
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 손에 
는 종을, 등에는 전도지와 기독교 
소책자가 든 나무 상자를 메고 집 
을 나섰다. 때로는 나무상자 대신 
전도지가 든 바구니를 들고 거리 
로 나가 걸으면서 찬송하며 전도 
했다. 적당한 곳에 도착하면 걸음 
을 멈추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 
을 모은 후，나무상자를 내려놓았 
다. 그리고 전도지를 나누어 준 다 
음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한다. 
그의 설교는 매우 쉬워 누구나 쉽 
게 이해하였다. 이렇게 해서 복음 
의 씨앗이 그의 고향인 푸저우에 
심어졌다. 왕짜이는 이 일에 동역 
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한 단체를 
조직하였는데，그 효과는 이전보 
다 더욱 컸다. 고정적인 집회장소 
가 있으므로 초신자와 신자가 된 
고향 사람들이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푸저우에는 왕짜이와 함께 선 
교했던 그보다 어린 청년들이 있 
었다. 대부분이 푸저우 성공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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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운 삼일서원 출신으로 믿음 
이 깊었으며 전도도 열심히 했다. 
그 중 워치만니, 왕짜이의 동생인 
왕즈(또時), 묘샤오쉰(膠紹訓), 루 
중신(陸忠信), 웨이광시( m 禱) 
와 같은 몇몇 절친한 친구들이 포 
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교내에서 
자주 전도하였고 휴일에는 거리 
로 나가 찬양을 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포스터를 붙이 
고 손에는 표어판을 들고, 빨간 글 
씨가 씌어진 횐색의 조끼를 입고, . 
열심히 전도하여 푸저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심령을 사로잡았 
다. 왕짜이는 이 학생들과 연합하 
여 푸저우의 창첸산(倉前山)에 12 
개의 전세방을 얻어 ‘기독교 집회 
처’를 만들었으며 정기적인 집회 
를 열었다. 전도사역은 매우 빠르 
게 발전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8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저9 ! 넘0) 둥 y 아에 이큰 복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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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짜이가 세운 집회처는 근대 중 
국 교회 역사상 큰 자리를 차지하 
고 있는데，그것은 바로 자립，자 
전, 자양 교회의 선구적인 역 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의 집회 
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성 
공회 출신의 영국 여선교사 바버 
(ME. Barber, 何受恩)양은 그에 
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그것은 
단지 영적인 권면으로 끝났으며, 
그 이상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다. 푸저우 지역의 여선 
교사로 두 번 오게 된 바버 양은, 
두 번째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 
을 때 이미 그녀를 파송한 성공회 
를 떠나 혼자서 자유롭게 전도 사 
역을 감당하였다. 그녀는 깊고 견

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므로 기 
도와 제자양육뿐만 아니라 분쟁 
을 해결하는 방면에 은사가 있어 
서 왕짜이와 다른 청년들에게 도 
전을 주었다. 또한 그녀는 사심 없 
이 그들과 동역하면서 온 힘을 다 
하여 그들을 도와 주었다.

푸저우의 청년 기독교인들은 
모였다 하면 밖으로 나가 열심히 
전도하였다. 게다가 개인의 영성 
을 훈련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 
였고, 언제나 서로 세워주고 격려 
해주어, 당시 중국 교회의 강력한 
신예부대로 떠올랐다. 그들은 각 
자의 사역에서도 뛰어났다. 왕짜 
이와 왕즈 형제는 국내외 전도로, 
워치만 니는 교회 집회 설립으로, 
묘샤오쉰은 필리핀으로, 루중신 
은 싱가포르로, 웨이광시는 홍콩 
으로 가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 이 
후 수십 년 동안 중국 교회의 발전 
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집회처가 설립되었던 푸 
저우는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복 
음운동의 발원지’가 되었다. 항상 
겸손했던 왕짜이는 여러 편의 희 
고작품 중에 교회의 성과에 대해 
서는 적게 언급하였다. 그러나『성 
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 
는다』라는 회고록에서 이 일을 말 
하면서 몇몇의 청년사역자와 함 
께 푸저우에서 했던 사역의 가치 
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왕짜이 
등이 푸저우 교회 사역에서 이룬 
성과와，뒤이어 쑹상제(宋 뭬 ) 
목사가 교회에 끼친 영향과 공헌 
은 푸지 엔(福建)성을 중국 기독교 
계에서 주목할 만한 지위로 확정 
지었다.

이후 집회처는 동역자들 사이 
에 조금씩 다른 견해, 특히 왕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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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워치만 니 두사람으로 인해 분 
열하게 되었다.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문제는 지금까지 확 
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왕짜 
이의 단편 자전집인「모진 풍파 
속의 30년』에서 그는 이 일에 대 
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워 
치만 니의 전 기 『황하 가운데 지 
주산(中 流® 역 경 에  굴하지 않 
는 튼튼한 인물)』에서 ‘사람의 마 
음은 다 알 수 없다’ 라는 말로 갈 
등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민국 17년 (1928) 후부터 왕짜이 
의 선교 방식은 조금씩 변화해 갔 
다. 이전에는 푸저우로 제한되어 
있던 사역이 외부의 다른 지역으 
로 확대되었다. 그 해 여름 홍콩의 
초청을 받아 제2회 부홍사경회를 
이끌었고, 그 기간 동안 선도희 (宣 
道會) 출신인 제프리 목사와 동남 
아 선교에 대해 의논하였다. 제프 
리 목사는 캐나다 출신으로 광시 
(廣西)성으로 와 선교를 한 지 오 
래되 었다. 그는 선교에 대한 사명 
감이 투철하였고, 특별히 동남아 
시아 지역의 화교와 원주민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왕짜이 
를 특별히 초청해 동남아선교의 
가능성을 의논하였고, 왕짜이에 
게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 
서 전도하도록 권면하였다.

민국 17년(1928) 겨울, 왕짜이 
는 안난(安南)에서 싱가포르，말 
레이시아를 거쳐, 다음 해 네덜란 
드령의 인도네시아의 모든 섬과 
보르네오섬을 돌아본 후에 홍콩 
을 거쳐 돌아왔다. 이런 전도를통 
해 제프리 목사는 동남아시아 지 
역에 대한 선교를 하기로 다시 한 
번 결심했다. 고정적인 조직의 필 
요성을 느낀 그는，왕짜이가 홍콩

을 거쳐 되돌아왔을 때，몇몇 뜻있 
는 목사와 함께 ‘동남아전도단’이 
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다.

민국 18년 9월, 정식으로 왕짜 
이, 황위엔쑤, 제프리，자오리우탕 
(趙柳塘)，량시가오(梁細盖)，우지 
화(못^ ) ,  리우푸췬(劉福群) 등 
과 함께 위원회를 조직하고，행정 
과 경비를 독립시켜 전적으로 동 
남아시아 전도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어 왕짜이를 주석으로 
광시(廣西) 우저우(梧州)에 사무 
실을 열었다. 민국 18년 10월 왕짜 
이는 상하이，항저우(杭州)，칭다 
오(淸島), 지난(濟南)，베이징(北 
京) 등지에 부홍집회를 열고，동남 
아시아의 전도를 위해 신도들에 
게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 열기 
를 고취시켰다. 이 집회는 국내 사 
역자들에게 해외선교의 책임을 
불러일으켰다. 각지의 많은 신도 
들은 동남아전도단의 사역이 곧 
중국 교회 신도들 모두가 함께 감 
당해야 할 의무라는 것에 동의하 
고 아낌 없이 헌금을 보내주었다. 
이후 ‘중화해외전도단(中華國外 
佈道團)’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중 
국에서 첫 파송단체가 되었다.

중화해외전도단은 왕짜이의 지 
도하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 
는 이 전도단의 우지화 목사가 설 
립 8년 후에 쓴 연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8년 동안 사역지의 선교사는 
모두 21명인데，이 중 17명이 전도 
단에서 주는 월급을 받았다. 하나 
님께서는 전도단의 사역을 축복 
하신 것이 매우 확실하다. 3천여 
명의 영혼이 이미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후 왕짜이는 전심전력으로

해외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는데, 
40여 년 동안 30여 개국을 다녔다. 
전도단은 1955년을 전후로 이미 
30여 명의 사역자를 베트남, 인도 
등지에 파송하였으며, 1945년부 
터 1955년까지 10년 동안 9개소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신도는 5천 명 
이상이 되었다. 왕짜이는 퇴직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건 
장하여 홍콩, 대만, 마카오, 미국 
등을 다니며 선교하였고, 쉬지 않 
으려 하였으며,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비로소 미국에 정착하였다. 
왕짜이의 설교는 매우 독특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동생 왕즈는 “그의 설교는 매 
번 30분을 넘지 않았으나, 매우 재 
미 있고 감동을 주었다”고 말한다. 
왕짜이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 
이 된 유명한 주 목사능 왕짜이를 
‘개성 있는 훌륭한 설교가’라고 말 
하였다. 민국 64년(1975) 12월 13 
일 새벽, 왕짜이는 미국 캘리포니 
아에 있는 한 병원에서 향년 77세 
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왕짜이 
의 추모예배에 미국 친구들과 동 
역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교 
회 사역에 큰 공을 세운 그의 추모 
예배에서 40여 년을 함께 동고동 
락한 왕즈 목사가 고인에 대한 인 
사말을 했다. 왕즈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용 
하시며 보호해 주셨다”라는 네 마 
디 말로 그를 기념하였다. 이 말은 
왕짜이의 일생을 평가하는 데 가 
장 합당한 말이다.

그동안 ‘중국의 신앙인물’을 애독해 주신 
;것 김■시■합니다■.
‘중국의 신앙인물’은 이번호로 마칩니다.

-편집자 주

출처/  1■中國基督敎ᄉ物小傳- 上卷』 

번역/  김은회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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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염원
성경 못 읽게 되자 산 속에 숨겨 두고 묘지 찾아와 읽으며 기도

방지일

그의 말을 빌리면 공산당이 교회를 빼앗아 그들의 집무실로 
학교로 공장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마굿간으로 人!용되고 있다고 했다

의 지배 아래에 
7 J T l_  0  있던 성도들에 

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 
에 대답하기 위해，나는 나의 충실 
한 동역자이자 내 부친인 방효원 
목사께서 사역할 당시 전도사로 
일했던 중국인 완스캔 장로를 소 
개하려고 한다. 래양(m )  마가 
포(馬家泪)교회를 섬겼던 그는, 
전쟁이 나자 우리 노회의 순회 전 
도사가 되어 중국 각 지역으로 복 
음을 전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일 
본군 치하에서 힘을 잃지 않고 주 
도면밀하게 사역했을 뿐만 아니 
라, 이어진 공산군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한 마디로 그는 충성 
된 주님의 동역자였다.

점점 더 살벌해져 가는 중국의

환경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도, 
성도들에게 다양한 신앙의 모습 
을 들려주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 
해 주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빈농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활동했다. 그 
러나 공산당의 압박이 점점 심해 
지면서 그의 활동범위도 점점 축 
소되어 갔다. 이 일로 그는 매우 
고심하였다.

하루는 그가 몰래 나를 찾아와 
서 홍분된 어조로 여러 교회의 상 
황을 보고하였다. 그의 말을 빌리 
면 공산당이 교회를 빼앗아 그들 
의 집무실로, 학교로, 공장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마굿간으로 Af용되 
고 있다고 했다. 공산당은 이 모든 
일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주장했다. 즉그들의 강요에 의 
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스 
스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것 
이다. 마가포교회는 그 중에서 마 
굿간으로 사용되었다.

이 보고이후한달이 지난어느 
날,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

66 (嫌什麽式樣그/ 如 ^物 때 비 누 的 기 닌  리 션머 스양?) 어떤 스타일로이발하시겠습니까?



런데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기쁨 
이 충만함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첫 마디는 “목사님 얼마 갈 것 같 
지 않은 징조가 보입니다”였다. 
이 말을 들은 내 마음도 매우 기뻤 
고 나는 계속해서 그의 말에 귀를 
귀 울였다.

“지난번에 마가포교회당이 마 
굿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 
지요 그래도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 
주위를 돌아보게 하였어요 그런 
데 어느 날 제 6]들인 보선이가 예 
배당 뒤에서 뱀 한 마리를 발견하 
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구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재빨 
리 꼬리를 잡았는데 그만 꼬리가 
떨어졌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뱀의 머리를 밟아야 한 
다며 다음날 또 가보라고 시켰지 
요. 보선이는 그 다음날 꼬리가 잘 
린 그 뱀을 다시 발견하고는 제가 
시킨대로 가차없이 그 머리를 밟 
아 죽여가지고 저에게로 가져 왔 
어요. 뱀은 마귀의 표상이지 않아 
요? 처음에는 꼬리를 끊었고 그 
다음에 머리까지 밟았으니, 이제 
공산당의 핍박이 물러갈 날도 얼 
마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내게 알려주기 위해 2 
백리 길을 단숨에 달려온 그를 보 
면서 그가 얼마나 눌린 심정을 가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일이 또 있다. 교동노회 
쓰방교회의 목사로 사역하시던 
저우형예(周恒業)란 분이 계셨다. 
당시 그는 공산당의 큰 억압에 시 
달리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 
다. 그는 내게 “비 행기 소리만 들

려도 혹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할 정 
도로 자유가 올 날을 간절히 기 다 
리고 있다”며 하소연하였다. 그뿐 
만 아니 라 모든 사람의 염 원은 다 
이러했으며 그 중에서도 신앙인 
들의 자유에 대한 염원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간절히 
바라던 것은 자유였다. 자유는 하 
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 
인 권리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 
치 였고, 더욱이 신앙의 자유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나와 친분을 맺 
고 있던 사람 중 예수를 믿지 않는 
지방의 한 인사이면서 상당한 발 
언권을 가지고 있던 쭝향팅이란 
분이 있다. 어느 날 그가 큰 한숨 
을 쉬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죄수가 형을 받을 때 유기형을 
받으면 그나마 그 기 한까지 기다 
리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무기 
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소. 언제까 
지 이 렇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 
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니오?”

이처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 
유에 대한 염원은 다 가지고 있음 
을 나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 
다.

때때로 나는 교회 묘지를 찾아 
갔다. 그 곳에 가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었다. 죽은 자들 사이에는 
‘소조(小組)’라는 조직도 없었고 
공산당의 추근거림을 당할 필요 
도 없었다. 나는 무덤 앞에서 그들 
의 생전의 모습과 가족들을 상기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당시 공산당은 목사가 교인 집 
을 방문한다던가，길가는 도중에 
만나기라도 하면 밤마다 열리는

신실한 동역자 완스캔 장로

소조회에서 목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으며 무슨 의도가 있 
었는지 다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몇 번씩 글로 쓰게 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고 공산주 
의 사상교육을 하였다. 따라서 아 
예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 
이었으므로 나는 그들을 심방하 
기 위해 교회 묘지를 찾아간 것이 
다. 교회 묘지에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그 당시 내 
가 가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목회는 묘소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곳에서 매우 놀라운 일을 보았 
다. 많은 성도들이 묘지의 비석들 
틈에 성경책을 숨겨 두고 이 곳에 
와서 울부짖으며 성경을 읽고 가 
는 것이었다. 그들이 마음놓고 울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었던 유 
일한 곳이 바로 묘지였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 목사,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67請 照 原 樣 /  Qfng zh^o yi^ny^ng IT. (칭 자오 위엔양 리.) 원래대로 해주세요



증? J P  사  * ^ ( 2 )

가1신 1 2  긍 국  nA 신 교 사  
로 미 트  |슨
(Robert Morrison, 1782~ 1834)

이병길

로버 트 모리 슨(Robert M oiri- 
soa 馬 翻 )은  19세기 개신교 
의 중국 첫 선교사이다.

그는 영국런던선교회 (London 
Missionary Society, 1804년 창립) 
가 파송한 중국 첫 선교사다. 당시 
영국은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에 무역 독점권을 주어 
식민지를 상대로 동양무역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결과 18 
세기에 이르면서 영국 동인도회 
사가 동양 무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인도회사는 
상업적 이익 이외 기독교의 선교 
에 대하여는 비협조적이었다. 그 
래서 모리슨은 영국에서 중국으 
로 왕래하는 동인도회사 상선을 
이용하지 못하고，미국을 경유, 중 
국령인 포르투갈의 식민지 .마카 
오에 상륙했다. 그 후 25년 간 
(1823년 12월 5일부터 1826년 5월 
1일까지 영국에서 안식년 제외) 
마카오(澳門)와 광저우(廣州)에 
서 선교활동을 했다.

모2 1슨으J 생이1
로버트 모리슨은 1782년 1월 5일 
영국 노덤 벌런드(Northumber

land) 의 모페드(Mopeth)에서 태 
어 났다.

그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인 
제임스 모리슨(James Morrison), 
어머니는 한나 니콜슨(Hannha 
Nicholson) 이었다.

모리슨은 제임스의 8남매 중 막 
내로 태어났다. 1785년 뉴캐슬 
(Newcastle)로 이주한 후 그 곳에 
서 모리슨의 미래가 대부분 가꾸 
어졌다. 한때 갈등과 방황의 시절

을 보내기도 했다. 15세 때 비로소 
깊은 신앙의 체험을 했다. 그 체험 
은 부친이 장로로 봉사하던 교회 
의 아담 레 이들로우(Adam Lai- 
dlaw) 목사의 도움이 컸다.

1804년 5월 28일 런던선교회 선 
교사로 인준, 고스포트 선교 아카 
더HCITie Missionary Academy 
Society at Gosport)를 우수한 성 
적으로 수료했다. 그 후 성 •로 
메병원(St. Bartholowmew Hos- 
pital)과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의 
학과 천문학에 관한 기초훈련을 
받았다. 1807년 1월 8일 목사로 안 
수받고, 그라베센드(Gravesend) 
항에서 레미탄스(Remittance)호 
를 타고 뉴욕으로 줄항했다. 원래 
는 동인도회사 상선을 이용，인도 
양을 통과하여 중국에 상륙을 시 
도했으나, 동인도회사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미국을 경유한 것이 
다.

그 해 5월 뉴욕에서 미국 상선 
트라이던트(The Trident)호를 타 
고 113일 간의 항해 끝에 중국 마 
카오에 상륙했다. 때는 1807년 9월 
4일 금요일, 중 • 영 아편전쟁 33년 
전, 동인도회사 창립 후 207년 즈

6 8  小姐, 您是要做頭髮,還是要剪頭髮? / Xiaojie, nin shi yto zu6 t6ufa, teishi 病o jian t6ufa?-
(사오지에, 닌 스 야오 우어 터우파, 하이스 야오 지엔 터우파?) 아가씨, 머리를 하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음이었다. 그의 나이 25세였다.
1809년 2월 20일 마카오에서 메 

리 모턴(Maiy Morton, 莫頓)과 
결혼했다. 그 날 동인도회사 통역 
원으로 채용되어 25년 간 주(駐) 
광저우 동인도회사에서 근무했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16기년(康熙 
10년) 샤먼(厦門)에 이미 상관(商 
館)을 설치，상선이 마카오와 광저 
우 및 닝보(寧波)를 자유롭게 왕 
래하고 있었다).

1811년 3월 5일 첫아들 제임스 
모리슨(J. Monison)을 얻었으나 
요람에서 잃고 말았다. 1817년 통 
역관 신분으로 엠허스트(W. P. 
Amherst, 1773년~1857년) 사절 
을 수행하여 베이징여匕京)을 방문 
했다. 1821년 6월 8일 주일 밤，그 
의 아내 메리가 콜레라에 감염, 어 
린 딸 리 베카와 o!•들 존 로버트(J. 

Robert)를 남겨 두고 세상을 떠났 
다(후에 재혼). 결혼한 지 12년, 선 
교지에 온 지 14년 만의 일이었다.

1既년 8월 1일 오전 10시, 스코 
틀랜드인의 피를 이어받은 개신 
교의 중국 첫 선교사 로버트 모리 
슨은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에 
서 아들 존 로버트 모리슨의 가슴 
에 기댄 채 52세의 나이로 평화롭 
게 눈을 감았다.

신  2 A |역

성경번역

만청(滿淸) 황제 옹정(雍正, 1723 
년〜1735년 재위)이 기독교의 중 
국선교를 금지(1723)한 이후 중국 
정부의 대외관계는 엄격한 통제 
하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런던 
선교회가 모리슨을 중국에 파송 
한 주요 목적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위 
해 모리슨은 1806년 대영 박물관

에 소장된『사복음합참(Quater, 
evangelia Sinica)j 을 빌려 릉산 
더(容三德)라는 중국 청년에게 중 
국어를 배웠다. 당시 릉산더는 중 
국 광저우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 
다. 이 때 모리슨은 중국어에 상당 
한 실력을 쌓았던 것이다.'

그 후 1810년 에 『사도행 전』을 
번역한 데 이어서, 1811년 에 『누 
가복음』，1812년 에 『바울서신』’ 
그리고 1813년에 그 외의 신약성 
경을 번역했다. 신약성경 번역을 
완료한 후  1814년부터 구약의『창 

세기』를 비롯, 『출애굽기』’ 『신 
명기』(1819)，그리고 1823년에 
신구약 성경을 완역했다.

출판
모리슨이 마카오에 살면서 교역 
(交易)활동을 하던 기간에는 가족 
을 떠나 동인도회사가 있는 광저 
우에서 지내야 했다. 광저우 생활 
은 매일 중국 관리들과 상무(商務) 
관계로 인한 영국의 국익을 대변 
해야 하는 피곤한 일이었다.

1년 중 6개월은 마카오에서，나 
머지 6개월은 광저우에서 가족들 
과 시간을 보내면서 모리슨은 출 
판사역에 몰두했다. 마카오와 광 
저우에서 모리슨이 줄판한 중국 
어(12종) 책은 선교 문서로서 기 
독교의 기초 교의와 생활에 관계 
된 책들이었으며，영문 책(32종) 
은 중국의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 
거나 서양의 문화 및 과학을 소개 
하는 내용들이었다.

그 외 『印支接聞 (Indo-Chinese 
Gleaner)』 , 『福音雜誌 (Evangeli 
cal Magazine)j , 『滿淸志乘 (The 
Canton Register)』 , 『中華叢報  

(The Chinese Repositotory)』가  

있다. 이 책들은 일부는 런던에서,

말레이시아의 말래카, 그리고 마 
카오에서 출판되었다. 모리슨은 
이런 다양한 출판물을 통하여 영 
국 교회와 런던선교회의 중국선 
교 의식을 높였으며，유럽지역에 
동양선교에 대한 관심의 파장을 
넓혔다.

교육

모리슨의 활동무대는 마카오와 
광저우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 공 
간적 제한이 모리슨으로 하여금 
중국선교에 대한 갈등을 빚게 하 
기도 했다 다양한 출판물을 만들 
어 보았지만 글을 모르는 서민들 
에 게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없었으 
며，중국의 교육이 낙후돼 있어서 
우선 그들과의 교육적 접근이 필 
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대외 감정이 굳어 있어，중 
국선교는 중국이 아닌 곳에 전진 
기지를 두어 거리가 멀고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가 오는 것 
보다, 같은 동양문화권 안에서 교 
육을 통하여 선교인력을 발굴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였다. 그 결과 1818년 말래카에 
〈영화서원(The Anglo-Chinese 
College)〉이 설립되었다. 이 학 

교의 설립 취지는 중서(中西)문학 
과 교육 및 기독교의 진리 선교, 그 
방법으로는 유럽인에게 중국어를 
교육하는 것，그리고 인도 동남 지 
역의 국가와 족속，즉 중국과 동남 
아, 고려(한국)와 일본에 유럽의 
과학지식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이 학교 출신인 중국인 양발(梁發, 
1789~1855)이 중국의 첫 목사로 
장림되어(1821) 광저우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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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모리슨의 중국어 성경역본 일부

마 1 : 1 - 1 8 절까지의 내용

의료
1827년 모리슨은 동인도회사의 
주치의 토마스 박사(Dr. Thomas 
Richardson Colledge) 의 동의를 
얻어 마카오에서 안과의원을 개 
설했다. 그 의원 운영비는 동인도 
회사가 협조했다. 외래환자들 대 
부분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시설이래 
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1832년까지 외래환자 중4천여 명 
이 완치를 보았으며，그 이듬해에 
다시 광저우에 안과의원을 개설 
하리만큼 의료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모리슨의 의료선교 
는 18조년 광저우에서 미국선교 
사 파커 (Rev. Peter Parker, 1804 
~1888)가 〈박제의관( ■ 醫館)> 
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의료활 
동을 시작한 이전이다. 파커는 
1832년 기독교 최초로 ‘재화의약 
전도회 (The Medical Mssionary 
Society in China)’를 조직했다.

신 2  공^
중서(中西)문화의 벽을 돌파
기독교 선교가 엄격하게 금지된 
상황에서, 영국은 16기년(康照 10

7 0

년) 샤먼(厦門:)에 상관(商館)을 설 
치하고 마카오와 광저우 및 닝보 
등지에서 통상을 전개하던 중, 
1737년(乾隆 22년) 청(淸)은 외국 
인의 중국 연안에서의 활동을 다 
시 규제하여 광저우의 ‘13양행 
(Factory)’에서만 통상활동을 허 
용했다. 그것도 매년 5월 ~10월까 
지의 교역이 끝나면 모든 외국인 
은 광저우에서 철수해야했다. 이 
런 상황에서 모리슨은 선교사 신 
분으로서 통상업무에 종사하면서， 
당시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낯선 
것’으로 알려진 동양，즉 중서 문화 
교류에 공헌을 했다. 특 히 『화영 
자전(華英字典, Grammer of 
Chinese, 1815)』의 출판은 유럽 
인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결정 
적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인 
지수문(印支搜聞, Indo-Chinese 
Gleaner)』을 통하여 유럽 학자들 
이 중국의 문화와 풍속을 인식하 
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중국을 서양에 소개
모리슨이 중국에서 25년 간 활동 
하는 동안 출판한 영문 출판물은 
모두 21종, 이 출판물은 대부분 서

로버트 모리슨의 
중국어 성경역본 표지

害-콩대학도서관 소장

양을 중국에，혹은 중국을 서양에 
소개하는 내용들이었다. 1823년 
영국에서 휴가를 보내던 때는 자 
신이 번역한 성경을 죠오지 4세에 
게 봉정(奉呈)했으며, 이 기간에 
『중국잡지 (TheChinese M scel- 

lany)j 를 발간하여 영국인들에 
게 중국을 알렸다.

서양을 중국에 소개
모리슨은 1815~1821년까지 말래 
카에서 출판한『찰세속매월통기 
전(察世胃月統記傳)』을 통하 
여 서양의 종교지식，문화지리에 
관한 내용을 동남아 일대에 산재 
한 중국인들에게 소개했다.

모리슨은 젊은 나이에 선교지 
에 뛰어들어, 그의 인생 전부를 중 
국을 위해 바쳤다. 그리고 그 땅에 
묻혔다. 모리슨이 중국을 위해 한 
가장 큰 공헌은 성경을 중국 문자 
로 번역하여 중국인들이 읽을 수 
있게 한 것이라 하겠다.

로버트 모리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인의 저서 「로버트 모리슨j  -기 
독교 역사연구소ᅦ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목사. 예장(고신) 총회 선교부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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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 온 지 3

지슈오밍 (紀硕鳴)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된 
것은 최근 몇 년의 일이다. ‘구(舊)사회’에서 
사회주의라는 ‘신사회’에 이르기까지 범도덕 

의 문화가퍼져 있는 분위기 아래서 ‘성(性)’은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고 더욱이 ‘성별을 

바꾼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현 
대의 중국은 오랫동안 성에 대한 금기의식이 
잠재되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에 대해 
남다른 견해를 제기하는 것은 ‘저질’, ‘도덕성 
이 형편없다’는 인식으로 바라보고 금지당했 
다. 또한 종종 도덕, 법률 심지어 정치적 측면 
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 자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었다.

이성1*y (易性病)

최근 몇 년，중국 시민은 의학 학술계와 전통 
의 금기구역을 깨뜨렸다. 치료의학에서 ‘이싱 
삥(易性病-성을 바꾸는 것)’이라 불리는 성을 
바꾸는 방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수 
술성공률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오랫동안의 폐쇄정치에 젖어있는 중국에서 
성 전환한 사람의 권익은 비록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용납과 
존중을 받기는 어렵다.

상하이(上海)에 살고 있는 조우단니(鄭丹 
妮)는 28년 전，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씩씩한사 
내대장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슘(正 

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일을 가지고 

있는 정숨의 부모님은 그를 외할머니에게 맡 
겼다. 외할머니의 집에는 이모，언니 등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그들은 어 린 정숨을 온 종 
일 둘러싸고 화장을 해주는 등 여자아이처럼 

꾸몄다. 이러한 것이 어려서부터 익숙하고 습 
관이 된 정 슘은 수줍음이 많아 잘 울었고 남자 
아이와는 놀기 싫어하고 여자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였다. 또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려고만 했다. 모두들 정슘의 성격이 약간 
‘부드럽다’고 말할뿐 나중에 크면 계집애같이 

굴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정슘은

洗不洗頌? / XI bti xr ton?(시 부 시 터우?) 머리를 감으시겠슴니까? 77



커가면서 여자보다 훨씬 더 예뻤다. 또한보통 
남자같은 기질과 성격도 없었고 남자들과 어 
울리지 않고 하루종일 집에 처박혀 여자들처 

럼 화장놀이를 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정슘 
의 ‘미모’는 여자아이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 
고 심지어 어떤 여학생들은 매우 적극적이었 
다. 정슘의 마음 한구석에는 매우 거부하는마 
음이 있었지만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 
을 수 없었다. “ 저는 절 좋아하는 여학생들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에 대해 무런 감정도 느 
낄수 없었습니다. 노력도 해보았지만 모두 실 
패하였고 여학생들은 모두 실망하고 떠났습 
니다. 나는 매우 괴로웠으나 어쩔 수가 없었습 
니다. 그 후, 내 마음에는 태어날 때 성별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내 
대장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께는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 다. 그들이 나를 이해해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철강회사에 배치되어 거친 일을 하게 된 그 
는 “ 저의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감당해낼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장남인 정숨의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여자를 소개해주어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하도록 하였다. 겉으로는 부모 
님의 뜻에 따랐지 만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마 
침내 용기를 내어 여자로 성 전환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부모는 이 말을 들은 후 마른 하늘 
에 날벼락을 맞은 둣 놀랬고 그의 아버지는 
거의 실신할 뻔했다.

“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제가 
원하는 바를 추진해가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반대와 상관 없이 그동안 고생해서 번 거금
2만 원을 수술비로 썼습니다.”

그는 작년 봄 상하이의 한 병원에 서 성 전환 
수술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희망을 품고 상하이로 갔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녀”를 검사한 후 정숨의 여성 
적인 경향이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이라는 진 
단을 내려 결국 수술을 해주지 않았다.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후에도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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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겠다는 정의 결심은 굳건하였다. 그래 
서 그는 계속해서 정보를 찾다가 어느 잡지를 

보고 결국 우한동즈의원(武漢同治醫院)의 의 
사인 자오젠쥔(趙 1 ? )  을 찾아갔다. 자오의사 
는 상하이의 의사와는 달리 정슘의 상황이 매 
우 심각한 것을 느끼고 즉시 수술을 했다. 거 
의 5개월의 치료과정을 거치고 난 후 정슘은 
정식으로 여인이 되었다.

성 수 ■ 보1사 심5 1지료가 우^ 0 F t .
베이징CitSO의 한 대학생은 < 금해안미용정 
형 외 과센터 (金海岸美ᄈ形外科中心)> 의 
주하이(珠海) 정형외과 센터 의사인 리우나이 

쥔(劉乃軍)에게 편지를 보냈다.

“ 저는 학교에 다닌 후 부터 내가 남자로 태 

어났어야 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일부러 여자의 외모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난 정말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요.”

사실 성전환을 원하는 환자의 정서상태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홍콩 중문 
대학심리학 박사 장 젠 신 ( 張 은  대부분 열 

등감, 고독, 초조감，의심 등 큰 사회의 압력을 
받거나 치료할 길이없이 우울함에 시달리다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다 
고 말했다. 심리학자들은 유전학상에 변이가 
있는 생리유전적인 원인으로 이들은 사회 행 
동에 반역적인 행동과 사회 전통문화를 거역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측면으 
로는 후천적인 생활환경의 영향으로 심리적 
인 변화가 생겼다는 심리학의 발전과정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수수께끼는 여 전히 풀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장 박사는 말했다.

정형외과 의사 리우나이쥔은 이미 10여 년 
의 외과경험이 있다. 그는 성전환 환자들은 
대략 이십만 명 중 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리 
우 의사는 1988년 상하이의 ‘제2군의과대학’ 

에 가서 정형외과 및 현미경 외과 전문가인 
허칭렌(何淸嫌) 교수예게 배웠다. 허 교수는



일찍이 1990년 말 중국에서 처음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에 성공하였고, 1년 
후에는 여성을 남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에 성 
공해서 해외 여론과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 

다. 작년에 리우는 근 10년 동안 조금씩 연구 
해왔던 글 중 40여 편을 선택해 성전환 외과 
논문집을 냈다. 전에는 중국에는 성전환 해석 
에 관한 글자는 단지 몇 백 글자뿐이었다.

리우나이쥔에게 예약 된 다음 번 성전환 수 
술자의 40여 명은 1백여 명의 환자 중에서 뽑 
은 것이다. 리우는 수술 대기 중인 환자가 많 
아도, 그들은 적어도 2년 동안 관찰한 후 수술 
하기 전 8개의 증명문서를 받는 둥 신중에 신 
중을 기 한다고 말한다. 이 러 한 위기에 처한 환 
자들은 신중한 관찰과 연구, 사회 조사 등을 
거쳐 약물과 심리 치료가 무 효과가 없다고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수술을 할 수 있다. 그 
런데 리우나이쥔이 시간과 힘을 가장 많이 소 

비하는 것은 수술이 아니고 수술전후의 심 리 
조사와 상담지도이다. 리우는 “ 이싱삥은 심리 
적인 병이므로 결국에는 마음으로부터 그 병 
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S 置에 보호앞는 성Z1!완 &자 들
성전환 환자 중 남자는 일반적으로 심리적으 
로 자신을 여성으로 바라보고 언젠가는 완전 
한 여성이 되어 사랑과 보호를 받기를 강렬히 
희망한다. 여성환자들은 심'리적으로는 자신 
을 남자로 보고 남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란 

다.

홍콩대학 정신치료학과 교수인 우민룬(吳 
敏倫)은 “홍콩 전문인들이 조직한 ‘성별인식 
그룹’모임에서는 매번 성전환을 신청한 사람 

을 2년 동안 평가하고 심사하여, 성전환 수술 
이 끝난 이후에도 그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지 
도한다. 설령 수술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 
청인은 똑같이 1년이나 2년 동안 상담을 받아 
야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의학계에서는 성전 
환을 용납하는 반면에 홍콩법률은 여 전히 그 
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회가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어 
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성전환 환자들 

은 이미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출처/ <亞洲週刊> 97. 5. 26 “與上帝唱反調”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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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충창，의 오늘과 내일
-직할시로 승격된 충칭ᅳ

시사<2?

중국 4대 직할시

충칭시

인구로는 서울의 3배, 크기로는 스위스의 2배 

만한 직할시가 중국에 탄생하였다. 쓰촨(四 

川)성 동남부에 위치한 충칭(重慶)시는 지난 
3월 14일，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8회 전 
국인민대회(全人大) 5차 회의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원래는 2만 3천knf의 면적에 인구 
1천5백만 명 이었으나,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인근 쓰촨성 푸링(洁陵)시와 완센(萬縣)시, 첸 
(幹)강 지역을포함해 8만 2천knf에 인구는3천 
만 명으로 늘어났다. 베이징과 상하이(上海), 

텐진(天津)에 이어 중국의 네 번째 직할시가 
되는 셈이지만 인구나 면적으로 볼 때 중국에 
서는 물론 세계 최대이다.

증국 4대 직할시 비교표
(단위:만 명, K  한화{원))

구분 충칭 베이징 상하이 텐진*

인구 3,002

(1,500)*
1,000 1,232 900

면적 82,000

(23,000)*
16,800 6,200 11,000

국내
총생산액 4 조 7 조 10조 5 조

* ( 1는 직할시 승격 전

서부 경제발전의 중심 지렛목
중국 국무원이 충칭을 직할시로 승격시킨 데 
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94년부터 시작된 산샤(三陕:삼협)댐 
건설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인 약 120만 명의 
이주민을 흡수함으로써 댐공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징을 통해 산샤 저수지 지역 
이민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산 
샤댐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 댐의 저수로 인 
해 1백만 침수지구 이주민이 발생될 것이며， 
배치가 필요한 이민의 절대다수는 쓰촨성 변 

경 내 푸링，완셴 일대에 있다. 현재 댐건설은 
아직까지 자금. 설비투자 둥 모든 것이 순조롭

先生, 您要理製馬? / Xiansheng, nin yao 附 ma? (시엔성, 닌 야오 리파마?) 선생님, 이발하시렵니까?



다. 산사댐 최고의 관건은 백만 명에 이르는 
이민의 적절한 안치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베이징과 상하이, 텐진 등 기존 3대 
직할시가 모두 동부에 치중해 있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 지역 개발에 충칭 

을 이용, 지 역간 개발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것 
이다.

“충칭은 중국 중서부가 결합하는 지대에 위 
치해 그 전략적 위치가 매우중요하다. 국가가 
중서부 발전계획을 가속화하는 데 충칭은 가 

장 적당한 조건을 지 닌 중서 부 발전의 기점이 
되고 있다. 창(長)강 연해 개발에 상하이가 용 

의 머리라면, 충칭은 용의 꼬리이다. 21세，중 
국은 상하이 의 푸둥(浦東) 지 역 과 충칭 이 라는 
2개의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가질 것이다.”

거시경제 전문가로 불리우는 중칭시 부시 
장 리더수이(李德冰)의 말이다. 20세기 말부 
터 21세기까지 동부연해 개발전략과 장강연 
해 •중서부 개발전략의 조화로운 발전은 중국 
대륙 경제발전의 3대 지렛목이다. 충칭은3대 
지렛목 중간에 위치,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치며, 중•서부 발전의 선구적 역 
할을 할 것이다.

셋째，행정구역과 인구 과다로 신음하는 쓰 
촨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쓰촨성은 
현재 한반도의 2배가 넘는 56만knf의 면적에 
인구 1억1천여만 명으로，인구와 행정지역 모 
두 과대하여 경제발전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앞으로 충칭은 장강 상류의 주요 도시로서 상 
대적으로 낙후된 서남지구와 창강지역의 농 

촌 경제•사회발전을 이끌 사명이 있다.

이 외에도 충칭은 전국 6대 중공업기지의 
하나로, 중공업 비중이 65%를 차지 한다. 국가 
의 중공업 기지 우대정책에 따라 충칭이 그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직 
할시 승격 후, 정부는 충칭에 게 더 높은 경 제 
관리 권한과 행정관리 지위를 부여할 것이다.

안개를 걷고 등장한 “신충칭”

지난 8월 11일, 충칭 직할시에 198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취임하였다. 충칭 당국은 정치개혁

도 추진하고 있다. 문을 열고 일하라고 강조한 

다. 시 정부는 행정정책을 공개하고 정부사업 
의 투명도를 높이며, 시민들로 하여금 관원들 
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 
탁(예를 들어 베이징의 ‘박사단’)，이들로 하여 
금 정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충칭은 직할시가 된 이후, 상하이의 푸둥과 
등등한 우대 정책을 누리게 되었다. 외자은행 
이 충칭에서 분점이나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외국기업이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을 열 경우, 

중앙은 우선적으로 허가하기로 하였다. 충칭 
내의 기업들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할 경우, 

국가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고, 충칭의 차관 
비율을 중국의 평균수준보다 높게 할 것이며, 

외자기업은 충칭이 지불할 소득세를 33%에 
서 24%로 인하하는 등의 투자를 할 것이다.

현재 충칭의 국유 경제는 전국 시 경제의 
09%(절강성의 국유경제는 단지 16%)를 차지 
한다. 한편 농지면적이 광활하며 빈곤지역 또 
한 매우 넓다. 충칭은 창강 상류 최대의 경제 
중심 도시이며, 공업.상업.금융에서 우세하 

다. 충칭이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분할된 농촌 
의 판도는80%에 달했다. 새로 나누어 편입된 
‘ 두개의 시가 하나의 구역으로 된 ’ 22개의 

현중, 21개가 낙후하고 봉쇄된 산촌지 역에 위 
치 해있다. 농촌 인구는 총인구의 81%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빈곤인구도 366만으로 많은 
편이다. 그래서 충칭은 승격 이후, 상대 적으로 

발달된 특대도시와 빈곤하고 낙후된 농촌지 
역으로 나뉘는 구조를 이룬다. .

풍부한 자원，낙후한 경제
충칭은 계획경제 조건하에 형성된 공업구조 
와 시장경제 체제의 요구가 조화되지 못했다. 

80년대 중반부터 날로 격화되는 동부 연해지 
구의 시장경쟁과 비교하여, 충칭의 낡은 공업 
기지의 심각한 모순이 명확히 드러났다. 많은 
기업들의 설비는 낙후되고 생산품은 열악하 
다. 신홍공업과 첨단기술산업의 낙후는 물론, 

우수한 전통공업도 쇠퇴해 어려움이 더해가



湖北省

충칭의 핵심산업인 자동차 산업. 충칭은 2000년까지 
재취업률을 50%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인근 푸링, 완센, 첸장을 포함해 
인구 3천만 명을 품게 됐다.

고 있다. 또한 충칭 주변의 광활한 변경 산악 
지역은 비록 풍부한 지하자원과 천연가스. 약 
재 등이 매장되어 있으나, 교통 통신의 부족 
과 낙후한 경 제로 인해 여 전히 빈곤에 처해있 
다.

직할시로 승격, 세기의 기회와 도전을 맞은 

층칭 에 게 다음과 같은 4개 의 커 다란 난제 해 결 
이 시급히 요구된다.

첫째，산샤 침수지역 이주 총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백만 이민 문제(산샤 댐공사로 인한 
이주민의 대부분은 주로 충칭에 살고 있다. 

102만 명에 이르는 이 민들은 충칭에 구역 확장 
과 구역재건이라는 역사적 조건을 제공하였 
다. 새로 나누어 편입된 충칭의 6백예inf나 되 

는 저수지구 농촌은 창강경제 일대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며, 21 개의 빈곤한 현은거의 먹 
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둘째，3백만에 이르는 빈곤인구의 빈곤탈피 
문제.

셋째, 공업，경제의 진홍.

넷째, 생태계의 균형과 환경오염 처리문제.

76 這位先生, 錄理了。I Zhe w6i xiansheng, ga nin If le.
(저 웨이 시언!성, 까이 닌 리료.> 이쪽분, 이발하실 차례입니다.

충칭의 사활이 걸린 재취업 문제

충칭은 “ 재취업 프로젝트” 의 원활한 추진을 
‘백성을부유하게 하는 원리’룰 실현하는 시책 
이라 여긴다. 실업인구의 재취업 문제는 경제 
적 문제일 뿐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 

다. 이 문제가해결되지 않는다면 충칭시 개혁 
과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흔들리 게 될 
것이며, 당 정부와 인민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 
향을미칠 것이다. 바로지금이 절호의 기회이 
며,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다.

8월 14일 충칭은 “ 전 시 재취업동원대회”를 
개최，2000년까지 재취업률을 50%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금년 5만 실업 인구의 재취 
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8 

월 15일, 1만 5천 명의 실업자들이 몰려든 “ 실 
업자 재취업 박람회” 에 78개의 사영기업들이 
참여하여 3,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그 
러나 실제로 현장 채용인원은 620여 명에 그 
쳤으며, 고용합의서에 계약한 인원은 1,400여 

명.에 불과했다. 경제발전만이 실업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유제와 시 장경제 결합 
의 효과적 실현방식 모색이 시급하다.



신 충칭의 당정(黛政)기관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중국공산당 충칭시 위원회 현판식 광경.

충칭 금융시장의 잠재력
경제학자인 랴오위엔허(寥元和)에 따르면, 본 
세기 말까지 충칭 농촌인구의 생활비는 인민 
폐 1백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며, 도시주민의 
생활비도 140억 원으로 증가하고，시장구매력 
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 한다. 이로 인해 외국 

금융계에서는 앞다투어 충칭을 조사 연구해

이곳에 지점 및 사무소를 내고 있다. 거대한 
금융시 장과 소비 시 장으로서 의 잠재 력을 지 니 
고 있는 충칭에 누구든 먼저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출처/ <亞洲週刊> 97. 3. 17 / 97. 8. 25_____________
번역/ 김혜경 • 자원봉사자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 뺄

雜  속에 相 權  먹는 중肥들

8월의 충칭을 일컬어 ‘화로’라고 한다.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충칭 사람들은 

더욱더 뜨겁고 매운 ‘마라워궈(麻辣火禍: 고추 

를 넣어 매운 국물올 끓여서 각종 고기와 야재 

둥을 익혀 먹는 일종의 신선로요리-  역자 주)’ 
를 즐겨 먹는다. 그들은 삼복더위에 후■)궈를 먹 

고 땀을 홀리면서 참으로 시원하다고 느낀다. 
보통 충칭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지독 

하게 더운 날씨와 여름에 먹는‘워궈’이다. 거리 

마다 휘귀를 파는 식당을 쉽게 볼 수 있다. 에어 

콘도 없는 식당에서 땀을 뼐뼐 홀리며 삼삼오 

오 모여 앉아 휘궈를 먹으면서 얼음띄운 맥주 

를 마신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장사는 오히려 더 안 된다 

고 할 정도로 충칭인들은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 

다. 아마도 충칭인들의 피 속에는 어떤 ‘자극욕’이 

있는 듯하다. 버스나 차를 몰 때 그들의 행동을 

보면 매우 거칠고 자극적이다. 여성들마저 길거 

리에서 욕하고 몸싸움까지 하는 것을 보면 꼭 무 

술영화를 보는 듯하다. 이것은 아마도 날씨 탓일 

지 모른다. 충칭인에 대한 연구 권위자인 모화이 

치(莫懷戚) 선생에 따르면，충칭인들은 친절하고 

열정적이고 솔직하며，소박하며 격정적이며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출처/ <亞洲週刊> 97. 8. 25__________________
번역/ •김혜경 •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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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공국중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자대회(약칭 15全大 • 전대)가 지난9월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서 개막, 18일 폐막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올라온 당대표 2천여 명(올해는 2,048명)이 
참석 ►중앙위원회 보고청취 및 심사 ►당의 중대문제에 대한 토론과 결정 ► 당장(黨章)의 

■개정, 중앙위원회의 선거 등을 하였다.

국가2?석인 정지보고

12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밝힌 정치공작보고는「덩샤오핑 이론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건설을21세기를 향해 전면 추진한다」는 긴 제목의 61쪽 분량 
이었다. 장 주석은 경제부문에서는 자본주의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겠으나, 정치부문에서는 서 
방 정치제도의 모델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주석은 또한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덩샤오핑(部小平) 이 론 을 「지도사상」으로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 
러 마르크스_ 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 사상은 덩 이론보다 하 위 개 념 인 「지도지침」으로 

설정했다. 경제 부문을 제외한 각 부문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당과 지도이념
덩샤오핑의 이론은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대변하고 있다. 당은 덩 이론을 
새로운 중국의 지도이념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주의를 
견지하며 당의 권력독점을 약화하는 어떤 개혁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제도
정치개혁은 법제도 개선노력과 병행해야 한다. 법치를 강화해 지도부 교체와 관계 없이 법제도 
는 유지돼야 한다. 소송 _ 판결의 독립, 공정성이 확립되도록 사법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지방관 
리의 민주선거를 도시로‘'확대, 정책결정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개혁은 서구제도 
의 모방이 아니라 사회주의 민주집중제를 견지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您理什麽式樣.? / Nin rrsh6nme shlyang? (닌 리 션머 스양?} 어떤 스타일로 이발 하시겠습니까?



15차 공산당대회 투표 광경. 94.2%의 투표율을 보였다.

군사
80년대 군병력 100만 명을 감축한데 이어 앞으로 3년간50만 명을 추가 감축한다. 군은 적극적 
방어전략을 견지, 질적 향상과 소수정예를 지향한다.

부패
부패와의 전쟁을 당조직 정화(削 !:)와  결합, 부패한 관리를 당에서 추방해야 한다. 특히 고위관 
리들은 규율감시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만문제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만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무력 사용시 그 대상은 대만 
내 독립세력과 통일을 방해하는 외국세력이다.

21세기 전망
국민총생산 목표를 2010년까지 2000년의 배로 늘려 인민생활을 더욱 여유있게 하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이룩하겠다. 공산당 창건 1백주년(2021 년)에는 국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각종 제도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 건국 1백주년(2049년)에는 기본적으로 현대 

.화를 실현, 부강하고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2JAr

폐막식이 거행된 9월 18일, 15기 중앙위원회 정위원 193명과 후보위원 151명을 선출했으며, 

115명의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193명의 중앙위원(정위원) 

가운데 약 40%가 신규로 충원된 인물들이며 평균연령도 14차 56.3세에서 이번에는 55세로 
낮아졌^ •

중국공산당의 최고 권력집단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기존의 5명 외에 웨이젠싱(66. 尉健行 
정치국원 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란칭(66. 李嵐淸 정치국원 겸 국무원 부총리) 2명이

請照原樣理. / Qing zhko yu&i成ng IT. (칭 자오 위엔양 리.) 원래대로 해주세요|



선줄됐다. 이로써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권력서열은 1위 장쩌민(총서기 겸 국가주석)，2위 리펑 
(李鹏 국무원 총리), 3위 주룽지(朱않*  국무원 상무부총리)，4위 리루이환(李瑞環 전국인민정치 
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5위 후진타오(胡錦壽 중앙당교 교장), 6위 웨이젠싱, 7위 리란칭 
순으로 재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차오스(喬石)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에 해당) 

이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탈락, 실각했다. 이로써 차오 위원장은 정치국원 피선자격을 자동 상실, 

정계은퇴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새로 구성된 중앙군사위원희는 14기 당시 부주석이었던 류화칭 
(劉華淸)과 장전(張震)을 퇴임시키고 위원이었던 장완넨(張萬年), 츠하오텐(遲浩田)을 부주석 
으로 승진발탁했으나 위원수는 늘리지 않았다.

차오스의 실각으로 내년 3월로 총리직 임기가 끝나는 리핑이 전인대 상무위원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전문가들은 “차오스와 류화칭의 퇴진으로 장쩌민 국가주석의 1인 
체제와 중국지도부의 세대교체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 이라고 분석했다.

193명의 중앙위원 가운데는 조선족으로 이덕수(54 • 李德沫) 당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유일하 
게 선출됐고, 후보위원으로 전철수(全哲株) 지린(吉林)성 부성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선족 

사회의 상징적 인물인 조남기(趙南起) 장군은 이번에 탈락, 제15차 당대회에서 조선족의 정치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저하됐다.

T? 지 I
“국영기업 개혁과 기술발전, 경제구조 재조정을 
심화함에 따라 실업과 인력이동은 불가피하다. 

모든 노동자들은 고용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 

해 준다는 과거 의 발상을 바꿔 야 한다. 주요 국영 
기업은 공유로 유지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감축돼야 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

장 주석은 중국의 경제구조를 ‘공유제를 주체 
로 한 혼합경 제 체 제’로 규정 했으며, 1921년 공산 
당 창건 이래 기본노선이었던 국가공유제를 경

장찌미이 주창한 국유기업 개혁은 노동자들의 자기책임을 강조한다. 제구조 내 에  亡재°K r 한 형태로 격 °1•했다. °] —

‘사회주의 초급단계론’1)에 따른 것으로 국유기 

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대대적인 혁명적 변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국유기업의 민영화 수단으로 채택하려는 주식 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주식 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적 기업제도” 라고 말해 이 제도의 초점이 기업과 자본의 효율성에 맞춰져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주식 제도의 확대실시 등을 통한 국유부문의 대폭적인 감축과 사유제를 확대하겠
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주목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기 책임에 대한 강조다. 그는 고용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졌던 이른바 ‘철밥통(鐵飯碗)’ 관행은 더이상 혼합경제체제에서 통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지금부터는 실업도 불가피하다고 공개 선언했다.

1)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중국이 완전한 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자체진단에서 나온 용어. 

생산력이 낙후하고 상품경제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아직은 경제사정이 열악하다는 뜻.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인 79년 11차 당대회 3차중앙위 전체회의(11 기 3중전)때부터 중국의 역사적 
단계를 이같이 규정했다. 사회주의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초급단계를 벗어나기 위해 시장경 
제요소의 도입과 개혁개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80 小姐, 您是要做頭髮,還是要剪頭髮? I Xiaojie, nin shi y^o zu6 t6ufa, haishl y^o jiSn t6ufa?
(샤오지에, 닌 스 야오 쭈어 터우파，하이스 야오 지엔 터우파?) 아가씨, 머리를 하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중4 의 권력서열과 공산당 조직

중국은 헌법상 “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노농(勞農) 동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당(黨)과 정(政)의 2원적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다. 당은 
중국공산당이, 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와 국무원이 대표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기 
능이 구분되어 당의 역할은 정치, 이념, 조직 적인 지도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당이 대부분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행정조직은 당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정치권력 중추부인 공산당에서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최고 핵심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모든 정치권력의 근원으로 피라미드 구조의 중앙집권적 위 계질서를 통해 다른 정치조직 
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정치，사회, 

경제적 목표와 정책을 결정하고 공산당에서 결정된 정책이 각급 국가기관에서 집행되는 것을 
감독，통제한다. 공산당 조직은 중앙조직과 성(省)급 이하 행정단위를 기초로 설치된 지방조직, 

향(鄕)，진(鎭) 등 기층행정단위, 생산단위, 인민해방군 중대급 부대 내 당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쪽에서 최고권력기관은 전인대로서 국가주석,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등 국가권력 
기관의 주요 구성원은 모두 전인대에서 선출된다.

중국공산당 지도 조직체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6-8명) 상시 가동
중앙정치국 (30명 선) °  °

□  선 출

중앙위원호ᅵ(中全) (300명 선)ᅳᅳ| 연 1회 이상

□  선 출

전국대표대회(2,000명 선) | 5년 1회

□  선 출  

당원(5,800명 선)

전국대표대회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는 5천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의 최고회의체제이다. 

전대 역할의 핵심은 당의 집행기구인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3백여 명의 위원(후보 
포함)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중앙위원도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한 것이 바로 중앙정치국이다. 중앙정치국 중에서도 상무위원 6〜8명이 당과 
12억 인구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 핵심들이다.

전대는 중앙위원회나 중앙정치국과는 달리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다. 규모가 
워낙 방대해 토의기관으로는 부적합하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회합에 불과하며 회기는 대부분 1-2주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대가 
개막 전부터 국내외의 뜨거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덩샤오핑 사후 장쩌민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개편상황과 12억 인구의 경제적 선택이 이번 대회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87년 
에 13전대, 92년에 14전대가 열렸었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97.9.11~9.19) /「중국의 권력구조와파워 엘리트」, 김정계, 평민人h.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我要做頭髮o I m  yko zu6 t6ufa•(워 야오 쭈어 터우파.) 머리를 하렵니다. 81



중국의 백만장자들

중국에서 이른바 백만장자로 일컬어지는 ‘바이완푸원(百萬富翁)’ 은 몇 명이나 될까. 중국 관영 「중국 

기업보(中國企業報)」는 소비행태를 기준으로 중국인들의 소비형을 5 가지로 분류해놓고 있다.

부호형 및 초부호형(超富豪m
주로 민간 기업가 또는 외국 기업과 합작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장으로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가들이다. 대부분 일류호텔 식사를 즐기며,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느냐 하지 않느니: 하는 개인 선호도가 기준이 된다. 특히 외제품을 선호하며, 
그 중에서도 유명 브랜드를 즐겨 찾는다.

부유형(富裕m
외국기업과 합작회사의 고위 간부들과 엔지니어, 고위 지식인, 유명 연예인, 일부 중소기 

업 사장들로서 경제적 수입이 매우 풍족하다. 이들 역시 외제품과 유명 상표를 선호하며, 구매 기준을 

개인의 선호도라는 점에서 부호형, 초부호형과 유사하다.

중산형(中産m
외국기업과 합작회사의 중간 간무, ‘꺼티후(個體戶)’ 라고 불리는 개인사업가 및 하청업자 

들이 이에 속하며, 수십만 원대의 예금통장올 갖고 있다. 중산형의 구매 특징은 유행을 추구하는 등시에 
상품의 실용성이 구매 기준이라는 점이다.

의식해결형(衣食解決m
먹고 입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된 계충으로, 경영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기업의 사원과 

근로자들이 이에 속한다. 자신의 봉급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며 과외 수입은 없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약간의 예금이 있으며, 비싼 물건을 사려면 몇 년 간 저축을 히!야만 가능하고, 물건을 살 

때 실용성 여부가 구매 기준이다.
빈곤형(貧困m
기본적으로 저금을 할 여유가 없는 계층. 한 달 수입이라야 가족 부양에도 급급하며 경영상 

태가 좋지 않은 국영기업 사원 및 공장 근로자들이 이에 속한다. 소비는 최소한의 생필품 구매가 

고작이다.

중국인들이 바이완푸원이라는 부르는 부호, 초부호형의 숫자는 과연 얼마인가.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 

나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계충을 대략 전체 

인구의 5 %  정도호 추산하고 있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판매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바이완푸원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중국의 경제학자들도 인민폐 1천만 원(한화 10억 

원에 해당) 이상의 지！산을 소유한 계층이 6천만 명 정도 된다는 추정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들의 

소비 행태는 가격보다 기호와 외국산 유명 브랜드틀 중시한다는 일반적인 최고 상류충의 그것과 유사 

하다. 오늘을 사는 중국인들이 얼마만큼 외제를 선호하는지는 중국 언론들의 심층보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3 0 대 초반의 한 젊은 부부를 찾아 자녀에게 먹이는 분유를 조사했더니, 네슬레 분유에 

네슬레 이유식이 아니면 먹이질 않는다면서, “우리 애들은 물, 공기, 과일을 제외하곤 국산품을 먹이거 

나 입히지 않는다”고 스스럼없이 답했다.

ᅳ중국대륙을 휩쓴 ‘오색바람’-백권호 편저, 다섯수레 간j 중에서

^ 고 집 니 다 : 지 난  호 ( 9 7 .  9 / 1 0 )  중 국  • 중 국 인  r ‘ 뤄 푸 ( 託 福 ) ’ 열풍 j  에서 ‘ 託 ’ 를 
‘ 托 ’ 으 로  고 침 니 다 . 중 국 어 로  토 플 ( T O E F 니은  ‘ 托 福 ’ 입 나■다 .

82 請剪得短一点儿° / Qtng jiSn de duSn yidSnr. (칭 지엔 더 뚜안 이디얼.) 吾 SWI 잘라 주세요



기획

? 국 소수민쪽을 일자

ui : ! ai 스도인 인구가 mti 국가가 界 0r  
? 국 소수^  T 에는 아직도 북음을 

£! SJE 冒이보지 =SLf °12도 释이  많이 o.cfi 
? 국신2園 A0H 그I할 [% 중국으j  소수민쪽을 수 a jq .

이 베 는  지t ! 호(47호)에 이01 LH ^2  7끼구으J 소수민쪽 f  
q 우惶쪽, o他기쪽, om̂ ± 

f  국 소수m s 현지 신고!사으J 사역을 m 2 해지는 

이 정보는 소수E혁  신2  관# 圍에기I 도옴이 털 nA°H

洗不洗頭? / Xf 얘 xT t6u?(시 부 시 터우?) 머리를 감으시겠습니까? 83



기호나/  량  벅 !족 올  0J 자  (2 )

mm 소수민족 (n)
편집부

«카우4일 쪽 (達 轉 爾 族 )

중국 내에서 알려진 다워얼족에 대한 일반적 

인 소개를 보면, 모리다와(莫力達瓦) 다워얼 
족 자치기( 自治旗)를 실행구역(實行區域)으 
로 갖고 있는 자치민족으로 되어 있다. 주요 
거주지는 네이멍구동부의 후멍 (呼盟)과 모리 
다와 자치구，어원커(鄂溫힘 자치기., 헤이릉 
장성 치치하얼('摩齊合爾)시 메이리쓰(梅里 
斯)구와 부라얼지(富拉爾基)구, 푸위(富裕) 

현, 그리고 소수가 신장의 타청(塔城)시와 취 

에(霍)성에 살고 있다.

다워얼족의 주거는 대부분 분산되어 있고 
작은 집단으로 자연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다. 

그래서 민족간의 결속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간의 방언차이가 심하지 않아 다른

84 吹a 嗎? I Chuifeng ma? (취평 마?) 드라이 하시겠습니까?

지역 사람들과 서로간의 언어소통이 원활하

18~19세기의 청대에는 만주문자를 시용했 
고 그 후 잠시 소수가 몽고문자와 카자흐 문자 

를 썼다. 신해혁명 후에는 보편적으로 한자를 
사용했다. 그 후 학자들에 의해 라틴문자를 쓰 
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중국 중앙정부로 

부터 문자제정 비준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 
다. 무엇보다도 모리다와는 중국 내의 다워 얼 

족이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이므로 우선 이 
곳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모a F t 2 J  c t우J일즉 자지기

이 곳은 1958년 8월 15일 자치기로 성립하였 
다. 일찍이 청대로부터 이 곳의 지방들을 관할 
하는 문호였다. 1946년 2월부터 네이멍구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얼빈(哈爾 

濱)~ 만저우리(滿洲里)로 연결되는 열차노선 
중에 치치하얼시에서 장거리 노선버스로 5~ 

6시간 가면 이 곳을 방문할 수 있다. 아직은 
외부인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지역이 아니므 
로> 방문시는 상부기관의 허락을 받거나 관계



민족명: 다워얼족<Dagur, Dagour, Dawar, dawo’er, Tahur, Tahuerti) 
분 포: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신장< 新 1 ) 위구르자치구 
인 구: 121,357명(1990년) 

도시인구: 미확인 

국외 거주지역 및 인구: 보고되어 있지 않음 
문맹퇴치율: 81%(1985년) 

언어와 문자: 알타이계 몽고어족, 바타한, 하이랄, 
치치하르 방언이 있음. 문자는 0 ^ | 없음.

종 교: 사어니즘, 라마불교 
기독교인 수: 알려져 있지 않음 

경 제: 농업, 축산, 수렵 등으로 살아감.

(關係)를 통해 합당한 명목을 얻은 후 방문해 
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 a |적  o | A | o j  iu -g

모리다와 자치기는 네이멍구 후멍의 동남부 
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지도상에서 치치하얼 

시를 찾으면 이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 
역상으로는 네이멍구에 편입되어 있으나，행 
정적으로는 공권력과 인맥 등이 헤이릉장성 
의 하얼빈과 치치하얼시의 통제 아래 있거 때 
문에 외부인 특히 외국인에 대한 사무처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매우 엄격하 
거나 때로는 매우 융통성(?)이 있음을 현장에 

서 경험하게 된다.

넌(嫩)강이 흐르는 네이멍구와 헤이룽장성 
에 있으며 서북쪽으로 어룬춘(鄂倫春) 자치기 

와 인접해 있다. 전기(숲* ) 의 남북의 길이는 
120km이고, 동서폭의 길이는 평균 약 70km이 
다. 총면적은 13,800knf로서 후멍 총면적의 
5.51%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은 북쪽지 
대는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전체의 74%를 차 
지하표 중부지대는 구릉지대로 20%, 남부지 
대는 평원으로 6%를 이루고 있다. 넌강과 뤄 
민허 (?微 河 ) 등 40여 곳의 크고 작은 하류가 
있고 협곡지대의 영향으로 물살이 급하고 낙 
차가 크다. 대부분이 추운 대륙성 기후이고 연 

평균 기온은 13°C이다. 자치기 내에 5개의 국 
도가 있고 총길이는 328km이다. 현재 대부분 
의 도로가 온전치 못하여 정상적인 차량 운송

이 불7뉴 하다 . 특별히 북쪽의 많은 촌락들은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 차량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리다와 자치기는 여러 소 
수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다워얼，어원 

커(鄂溫호), 어룬춘(鄂倫春)，한(漢), 멍구, 만 
(滿)，조선(朝鮮) 그리고 후이(回)족 둥이 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 진 이 곳에 사는 각 소수민족 
의 인구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추ej cmum 이0 n i
다워얼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한 가지 설은 17세기 
중엽에 현 러시아국경과 헤이릉장성 지역 그 
리고 현 러시아 지역의 징치리(精奇里)강 하 
구에서 발원하여 이동하다가수(隋)，당(唐)과 

원(元), 명(明)대를 거치면서 헤이릉장 이북에 
정착한 토착민족의 후예라는 토착설과，다른

nd q i I l t d 1964년 1982년
£_] T I E ：

인구수(명) % 인구수(명) %
총인구수 88,225 258,877
다워 얼족 17,263 19.6 22,609 8.73

한 족 65,276 74 218,311 84.33
멍 구 족 402 0.45 2,659 1.03
만 족 2,715 3 9,220 3.56
어원커족 1,945 2.2 4,528 1.75
조 선 족 508 0.57 939 0.36
후 이  족 50 0.06 312 0.12
어 룬춘족 33 0.04 199 0.08

不, 請遞給我一面鏡子. I Bu, qTng digei wO yimî n jingzi. (뿌, 띠게이 워 이미엔 징즈J 아닙니다. 거울 좀 주세요 85



다워얼족 어린이들

차나 유제품을 권한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며 서로 
간의 협동심이 강하며 손님접대를 잘하는 민 
족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의상으로는 동 • 하 

복이 있는데, 공히 긴 외투이고 겨울에는 가죽 
옷을 걸친다. 특징으로는 남자는 모자와 허리 
띠를 매고, 여자는 장신구를 달아 멋을 낸다.

절기로는 설날(春節), 단오절, 양력 정월 16일 
의 흑회일(黑灰日)을 지낸다.

결혼은 일부일처제이고 씨족외 혼인이 원 

칙이다. 결혼은 주로 꽃이 피는 봄에 하며 신 
탕은 일반적으로 해가 뜰 때 신부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다. 장례는 주로 토장(土葬)을 한다.

다워 얼족은 풍부한 민간 구두문학을 가진 민 
족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에 유전하는 이야기 
는 신화와 사회생활 이야기, 그리고 농민혁명 
등의 이야기들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 
는 19세기 후반에 쓰 여 진 「소년과 의사」로 
서, 봉건사회에 반항하는 영웅 이야기를 매우 
박진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 노래의 형태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쁜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주로 불리워진다.

민간예술은 주로 여성의 섬세한 손으로 만 
들어지는 자'수나 수공예 장식품이 많다. 전통 
적인 놀이로는 필드하키, 말타기, 활쏘기 등이

한 가지 설은, 그들의 언어와 역사, 전설 그리 
고 많은 문화와 풍습이 거 란족과 상통하므로 
거란족의 일파라는 거란 후손설이 있다.

1644년 러시아가 헤이룽장성 북부지역을 
침입함으로 이들은 대거 넌강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후에 청대에 이르러 청장년 수비대를 

조직하여 동서 변경을 지키게 함으로써 현재 
일부가 신장의 타청(塔城)현에도 살고 있는 
인구분포가 형성되었다. 넌강 중상류에 정착 
하게 됨으로 자연히 농경문화가 발달되었고는 

강과 산악지대에서는 수렵이 행해지고 풍부 
한 목초지에서는 방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안인 풍습

현재 정착지대의 집들은 대부분 벽돌로 지어 

졌고 때때로 초가집도 보인다. 이 곳에 사는 

조선족들은 주로 논농시를 짓고 쓰는 말이 다 
를 뿐, 외부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아서는 구분 

하기 힘들다. 주식으로는 주로 쌀을 먹는데, 

특이한 것은 우유를 넣은 더운 쌀밥, 우유를 
넣은 밀, 빵을 먹는다. 그리고 우유와 개고기 
를 넣은 밀죽을 영양식으로 노인들에게 대접 
한다.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소수민족들과 같이 
흡연과 술, 그리고 차를 줄겨 마신다. 이 곳은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는 반드시 담배, 술, 우유

86 先生. 您要理^ 馬? / Xiansheng, nin y^o rr治 ma? {시엔성, 년 야오 리파마?) 선생님, 이발하시렵니까?



있는데, 그 중 필드하키와 아이스하키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정되어 권장되고 있는 스포츠 

이다.

전통종교는 샤머니즘이 주류를 이루나 후 
멍에는 라마불교의 영향이 명목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특별한 종 

교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구의 역사안  £2지1으」

중국에서 나은 역사 자료에 의하면 다워얼족 
인구는 17세기 중반에 약 4,000명이던 것이 청 
나라 통치 200년 동안 25,000명으로 증가되었 
다. 그 후 러시아의 침입과 인구의 분산 이주 

로 인해 자치구가 성립된 1947년에 자치구 내 
의 다워얼족은 16,281 명이었다. 그 후 1990년 
제4차 인구에 근거하면 총안 구수ᄀ그 71,000명 
에 이르며 자치구 총인구수의 0.33%를 차지 

한다(매년 평균증가율3.5%). 인구의 지역 분 
포를 보면 후멍 6.5만명 이상, 호호트시 2,000 

명 이상, 싱안멍(興安盟)에 1,000명 이상, 

1，000명 이하는 시멍(錫盟), 오터우(包 願  

시, 저멍(哲盟)，츠펑(쩨 I ) 시, 우멍(烏盟) 이 
고，100명 이하는 우하이(烏海)시와 아멍(阿 
盟)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주요 분포지는 후멍，싱안멍，호호트시인 

것을 알 수 있다.

우J일01 사용 연왕

모리다와의 다워얼족 분포상황을 볼 때 비록 
분산해서 살고 있지만 본 민족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85년에 행해진 언어사 
용 상황에 대한 표본조사를 보면 성별，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한어와의 이중언어 사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어 린이， 
그리고 부녀자들은 본 민족어를 많이 시용하 
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모리 다와 자치 

기의 언어고>용 상황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0  순 한어사용지역: 한족, 만주족, 후이족과 
그 밖의 소수민족과 함께 주거하는 지역으로 

자치기 인구의 약 88%를 차지한다.

0  다워얼어，한어 이중 사용지역: 다워얼족 
가정과 집중해서 사는 촌락에서는 다워얼어 
를 주로 사용하나 학교 교육과 공적 인 사희 생 
활에서는 한어를 사용한다.

D> 어원커어，다워얼어，한어 삼중 사용지역: 

역사적으로 어원커족과 다워얼족은 함께 살 

아왔기 때문에 통혼관계도 많이 있고 해서 많 
은 사람들이 삼중어를 구사한다.

지금까지 행해진 일반언어 조사와 표준언 
어 사용을 미루어 볼 때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①대부분의 다워 얼족은 본 민족 
어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다. ②다워얼족은 약 
80%가 한어 사용이 71능하다. ③약 10%는 오 

직 본 민족어만을 쓴다(대부분 노인, 어린이 
와부녀자). ④어원커족의 이상이 다워얼
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중국 내에서 자체의 조사연구 방 

법을 사용한 것으로 정확도와 신뢰도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인구분 
포> 교육 그리고 본 민족문자가 없음으로 인해 

자기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現在ᄉ多, 請稍等一會儿o/ X治nz실 r6n duo, qTng shao deng yihuTr. 
(시엔자이 런 뚜어, 칭 샤오 덩 이휩.)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 좀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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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인 기 쪽  (那 溫 克 族 )

중국 내에서 알려진 어원커족에 대한 소개를 

보면, 어원커족 자치기를 실행구역으로 갖고 
있는자치민족으로 되어있다. 이 민족의 대부 
분은 자치기에서 다워얼족과 함께 살고 있으 
며, 소수는 치치하얼시를 중심으로 헤이룽장 

성에 홀어져 살고 있다. 이 민족은 빼이자얼 
(貝加爾)호 유역에서 발원하여 기원전 2000 

년, 즉 하(夏), 상(商)나라 때부터 호수 주변지 
역에 주거했다.

어원커라는 뜻은 “큰 산림에 사는 사람” 이 
란 뜻이다. 주로 목축에 종사하는데，지역에 
따라서 목축과 수렵을 겸한다. 특히 어얼구나 

(額爾古納:멍구족의 발원지) 좌기(左旗)에 살 
고 있는 소수의 어원커족은 아직도 수렵만을 
하며 산다. 퉁구스북부어 계열의 언어이며 현 
재 문자는 없지만, 1945년 이전에는 지식있는 
사람들이 만주, 한, 멍구문을 사용하였다. 아 
직까지도 목축지대는 몽, 한문을 주로 쓰고> 

농업을 하는 곳에는 주로 한문을 사용한다. 어 
원커족의 언어는 중국 학자뿐만 아니라 일본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서 현재 연구 논문과 
어원커-일본(額溫克- 曰)사전이 나와 있다.

이제 이 민족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어원커 
족 자치기에 대해 알아보자.

01민기쪽 자치기 지3 1 및 자2 !s rs

18세기 초 (1732년) 청나라 때 1,600명의 어원 

커 장정을 강제 이주시킴으로  ̂이 곳에 어원커 
족이 집중해서 살게 되었다. 이 곳은 1958년 
8월 1일 자치기로 성립되었다. 실제로 이 곳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은 하얼빈~하이랄 
(海拉爾), 베이징~하이랄 열차편이나 비행기

편으로 하이랄에 도착하여 시내에서 이 곳으 
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면, 20~30분만에 도착 

할 수 있다. 34시간 이내에 이 곳에서 다시 하 
이 랄로 돌아오면 별 문제가 없으나, 계속 머무 
르기를 원할 경우 합당한 허락과 관계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머무를 수 있다.

이 곳의 면적은 16,8(XM으로 평원, 구릉, 산 
등성과 계곡이 교차하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 
고> 남, 동은 높고 북과 서는 낮은 지세를 가지 
고 있다. 17개의 강과 계곡이 있으며，호수와 
온천이 무려 600개나 된다. 기후는 대륙성기 
후로 연평균 -2.3°C.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며 
봄과 가을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의 변화 

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다. 연평균 강우량은 
약 380mm 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곳에 사는 각 민족의 
인구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 1964년 1982년
구분 인구수(명) % 인구수(명) %

총인구수 18,861 91,313
어원커족 3,588 19.02 6,455 7.07

한 족 4,246 22.5 54,611 59.8
멍 구족 6,473 34.3 16,124 17.66
다워얼족 4,304 23.01 11,710 12.82
만 족 51 0.27 1,144 1.25
후이  족 105 0.56 1,007 1.1
어룬춘족 12 0.06 36 0.04
기 타 46 024 226 0.25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민족과 언어 
를 연구하는 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 
다. 왜냐하면 이 곳에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 
는 어원커 . 브리야트 멍구족, 어룬춘족，심지 
어 조선족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조 
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이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아기

헤이룽장 상류에서 발원했던 이들의 조상들 
의 일부가 강 중류로 이주하면서 이들의 이름 
이 역사상에 기록으로 남기 시작하였다. 시대

88  這位先生, INSIST01 Zh6 ŵ i xiansheng, gai nin IT le.
(저 웨이 시언!성, 까이 닌 리료그 이쪽분, 이하 실  차례입니다.



민족명: 어원커(Evenki, Owenke, Khamnigan) 
분 포: 네이멍구자치구, 헤이릉장성 

인 구: 26,315명(1990년) 
도시인구: 미확인 

문맹퇴치율: 81%(1985년) 
국외 거주지역 및 인구: 시베리아(28,000명/1979), 

몽골국(2,000명/1982) 
언 어: 만주 퉁구스계 퉁구스족, 

.솔릔solon) 과 21방언, 문자 없음 
종 교: 샤머니즘, 라마불교 

기독교인 수: 알려져 있지 않음 
경 제: 축산, 수렵, 농업 등으로 살아감.

와 지역에 따라 이 민족을 ‘쒀룬(索倫)’, ‘따오 
구쓰(道古斯)’，‘야쿠터(雅庫特)’ 3족속의 이름 
으로 불리웠으나 그들의 언어와 풍습은 거의 
상통한다. 17세기 중엽 러시아가 침입하자 청 
나라는 이들을 넌강 유역에 이주시켰고，앞에 
서도 언급했듯이 1732년에 1,600명의 어원커 
군인들이 청나라에 의해 후멍의 현 자치기에 
주둔시킴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의 
혁명사에 보면 소수민족의 투쟁 역사 중에 반 
제국 및 항일전쟁에서 이 민족이 행한 전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혼인관계는 일부일처제이며 씨족 
내 혼인을금하나 현재 지역의 특성상 다워얼, 

어룬춘, 멍구족과의 통혼이 비교적 많다. 이전 
에는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짝을 정하는 

정혼의 풍습이 있었고, 현재도 조혼(早婚)이 
매우 보편적이다. 6, 7세 되는 어린 나이에 목 
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들은 남녀노소 모두 

가축의 습성을 잘 알고 말 타기，순록 기르기, 

방목 기술 등에 능하다.

또한 근면，정 직, 성실하며 매우 용감한 민 
족으로 알려져 있다. 손님접대를 좋아하며, 사 

냥할 때 등행하여 사슴의 가슴살과 우유로 손 
님을 접대한다. 예절을 바르게 지키며 장유 
(長幼)의 질서가 확실하다. 특히 담배나 술을 
권할 때와 말에서 타고 내릴 때 예의에 주의해 

야 한다. 예술적인 면은 매우실제적인 생활용 
품에 많이 나타나 있으며, 여성들의 섬세한손 
으로 만든 수공예와 수예품들이 있고, 여성들

을 위한 장식용품들이 있다. 남녀 모두 춤과 
노래를 잘하고, 그 속에서 삼림(森林)생활의 
호방함을 엿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들이 유목을 하거나 수렵을 하 
면서 텐트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화 

유산과 습관들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대부분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의상 
이나 춤과 노래 둥을 통해 그들의 전통과 민속 

을 엿볼 수 있다.

현재는 정부의 지도 아래 개선된 축산과 농 
업기술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으며 공업도 

자치기 내에서 권장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으로서 그 곳을 방문했을 때 외국인은 일반적 

으로 민족과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반면, 

그들의 주관심사가 경제인 것에 있기에 약간 
의 문화충격을 받는다.

전통종교는 다신을 믿는 샤머니즘과 라마 
불교의 영향이 있으나 그들i]  종교심은 매우 
내재적이고 명목적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종 

교행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 가지 특이한 것 
은 러시아의 영향으로 동방정교가 이 민족에 

게 전해진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약 100명의 
신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동방정교 신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 
지 못하고 있다.

구인 역사안  변지1으J Aof%
앞에서 어원커족의 인구이동 역사를 살펴보 

았듯이, 인구의 주요 분포는 후멍의 자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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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커족 사람들은 순록 기르기에 능하다.

집중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1949년 통계에 의 
하면 자치구 내에 5,118명이던 것이 1990년 인 
구조사에 의하여 자치구 내에 23,367명(총인 

구의 0.11%)이 살고 있으며，이 수치는 전 중 
국의 어원커 인구의 88.8%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어원커족의 절대다수인 97.91%가 후멍 
에 거주하고 있다.

01인기0 1 사용

어원커어는 크게 3대 방언으로 나뉜다. 첫째 
는 휘방언(輝졌W, 역사상 쒀룬어-索倫語)으 
로 약 1.1만 명 이 사용한다(1982년 인구 기준). 

둘째는 진방언(陳方言, 역사상 퉁구스어-通 
古斯語)으로 약 1,770명이 사용하고, 셋째는 

오방언(敎方言, 역사상 야쿠터어-雅庫特語) 

으로 255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별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원커족의 언어 
사용 상황을 보면 5대 언어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즉,

① 어원커어 지역
② 다중언어 지역
③ 멍구어 지역
④  다워얼어 지역
⑤ 한어 지역이다.

어원커족

7,251명의 어원커족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사용 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면,

① 89.5%가 본 민족어를 이해한다.

② 52%가 한어를 약간 이해하고 그 중 39%

가 한어로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

③ 75%가 몽고어, 32.6%가 다워얼어를 이 
해하고 약 80%가 어룬춘어를 약간 이해한다 
라고 되어있다. 어원커족은 자기 문자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몽고문과 한문으로 이중어 
교육을 해왔다. 이 곳의 민족 소학교와 중학교 
에서 다중어를 사용하는 수업장면을 쉽게 목 
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상황에서 자라난 
어원커족은 보통 2~3종의 언어를 쉽게 구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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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춘  쪽  ( 鄂 倫 春 族 )

중국내에서 알려진 어룬춘족의 소개를 보면 
어룬춘 자치 기를 실행구역으로 갖고 있는 자 
치민족으로_ 주 분포는 후멍과 자치기에 주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족의 발원은 헤이룽 

장 유역이다.

어룬춘이 란 뜻은 통상 두 가지 해석이 있는 
데, 첫째는 ‘사슴을 기르는 사람들’이고, 둘째 
는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같 
은 해석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어룬춘족은 수렵과 강 
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 주된 생산활동이었는 

데, 최근에는 경제활동이 다양해지고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 
룬춘족은 동북 네이멍구에 있는 소수민족 중 
에 가장 공개되지 않은 민족인 동시에, 접근하 
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때문에 이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그들 민족 고유의 언어와 삶의 방 
식을 원시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샤머니 
즘이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속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의 대 
상이 되는 민족이다. 에 춘 족 이  가장 많이 거 
주하고 외부에 알려진 지역은 역시 어룬춘족 

자치기이 다.

자치기

1951년 10월 1일에 성립되었고, 네이멍구 자 
치구의 후멍에 속해 있다. 모리다와다워얼 자 
치기와 어원커 자치기와 일직선을 긋고 위로 
삼각형을 만들면 꼭지점이 위치하는 곳에 어 
룬춘 자치기가 있다. 치치하얼이나 하이랄에 
서 직접 가는 열차 노선은 없고, 다른 지역을 
통해서만 그 곳에 도착할 수 있다. 물론 겨울

에는 여행할 수 없고 여름에도 적어도 1주 이 
상의 계획을 세워야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 
다. 또한 이 곳은 아주 민감한 지역이므로 다 
른 지역을 방문할 때보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답사가 7]능하다.

지 5 ᅵ안

전체 자치기의 면적은 48,970knf이며 후멍 총 
면적의 1954%를차지한다. 이것은후멍 안에 
있는 자치기 중에 최대의 면적이라 할 수 있 
다. 지형은 북부가 높고 동남쪽이 낮으며, 대 
부분 기복이 심한 낮은 산형을 이루고 있다. 

평균 해발 200 ~300m이다. 7개의 강이 흐르 
고 그 중에 간허(甘河)와 뤄민허가 가장 크며, 

넌강의 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곳 자치기의 경작 가능한 면적은 7.1%이 
다. 기후는 1년 사계절의 기온차가 크며 겨울 
이 9월부터 시작된다. 연평균 기온은 -2— 3 

°C이고 연 강수량은 500丽이다.

현재 자치기 내의 5개 진(鎭)과 1개 수렵지 
구에 열차노선이 있다. 철도노선의 총 연장은 
324km이며 목재 운송을 위한 산림전용 철도는 
약 600km가 된다. 현재 철도 및 버스 둥 교통수 
단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치 
기 내에 어룬춘족 외에 많은 민족들이 유입되 
고 있으며 함께 살고 있다. 최근의 자치기의 

인구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 1982년 1986년
구분 인구수(명) % 인구수(명) %

총인구수 273,897 288,162
어원커족 1,478 0.54 1,672 0.58
한 족 251,495 91.82 267,287 92.75
멍 구족 6,938 2.53 6,105 2.12
다워얼족 5,897 2.15 5,616 1.95
만 족 4,520 1.65 3,668 1.27
후이 족 1,481 0.54 1,240 0.43
어룬춘족 2,088 0.76 2,097 0.73

請照原樣理. / QTng zh^o yu^ny^ng IT. (칭 자오 위엔양 리그 원래대로 해주세요



민족명: 어룬춘(ᄋrogen, Orochon, ᄋlunchun, Elunchen, Ulunchen) 
분 포: 네이멍구 자치구, 헤이룽장성 

인 구: 6,965명(1990년 현재) 
도시인구: 미확인 

문맹퇴치율: 84%(1965년) 
국외거주: 미확인

언 어: 만주 퉁구스어계, 퉁구스족어, 방언 미확인, 문자 없음.
종 교: 샤머니즘 

기독교인 수: 알려져 있지 않음 
경 제: 수렵, 제재업, 농업 등으로 살아감

Z양 EJ 이이기

기록에 의하면 남북조 시대에 헤이룽장 유역 

의 스웨이(室韋)인이 어룬춘족의 선조라는 설 
이 유력하다. 어룬준이라는 이름은 청조 초에 
문헌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헤이룽 
장 이북에 주거하는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다. 

17세기 이후 러시아의 헤이룽장 유역 침공으 
로 인해 밀려나 싱안링(興安衝 일대에 떠돌 
아 다니다가, 그 후 일본군의 동북삼성 침공시 
세균실험의 대상이 되는 뼈0f 픈 역사를 경험 
한다.

1945년을 전후로 하여 인구가 1,000명까지 
급감소하며 민족 멸절의 위기를 맞게 된다. 

1949년 이후 중국 정부는 어룬춘족의 수렵생 
활 방식을 개선하여 농업이나 사양업으로 정 
착시키려했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정부주도의 개발과 다 

른 민족의 유입으로 인해 어룬춘족이 누려왔 
던 원시적인 생태계는 날로 파괴되고, 많은 실 
망감에 빠져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고 열심 
히 일하지 않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술이나 오락으로만 보낸 

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어룬춘족은 부계 씨족사회를 이루고 있으 
며, 선조신을 모시고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습 
관이 있다고 한다. 남자들은 수렵에 능하며 어 
려서부터 훈련을 받는다. 혼인은 일부일처제 
이며 씨족외 혼인이 엄격히 지켜진다. 노인을 
매우 공경하며 사냥한 물건을 나늠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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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좋은 부분을 약하고 병든 집에 먼저 나누어 
주는 미덕을 지키고 있으며 서로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음식은 주로 육식에서 채식도 
함께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많은 생활 거 

주 환경이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들의 구전문 
학은 매우 풍부하며 신화, 전설, 민간고사나 
민요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의 춤과 노래 

는 수렵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어룬춘족이 일 
반적으로 실행하는 장례는 풍장(麵 )인데， 
남자가 죽으면 시체를 깨끗하게 목욕시킨 후 

관에 넣어 나무에 올려놓는 풍습이다. 그 밖에 
토장과 화장도 행해진다.

이들의 종교는 주로 샤머니즘인데, 자연승 

배, 조상숭배 둥이 결합된 일종의 원시종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잡은 사냥감을 앞에 놓고 
경건한 제사의 예의를 지키며 산신(山神)에게 
감사하고 죽은 짐승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맹수에 대해서는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를 들어 호랑이는 ‘바오루칸(寶如坎- 

1신’이라는 뜻)’이라 부르고 곰은 ‘아마하(啊瑪 
哈-‘할아버지’라는 뜻)’라고 존중해서 부른다.

지금까지 완전한 미전도종족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겼다는 보고가 나 
오고 있다.

인구으J 역사안 £ 제으J Aof^
앞에서 언급했둣이 일대 위기를 만났던 어룬 
춘족의 인구는 1947년 905명에서 1990년에는

小姐, 您표要做頭髮,3 是要剪頭髮? / Xiaojie, nin shi y^o zu6 t6ufa,l^ishl jian t6ufa?
(샤오지에, 닌 스 야오 무어 터후파, 하이스 야오 지엔 터우파?) 아가씨, 머리률 하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3,102명이 되었다. 이것은 자치구 총인구의 
0.01%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지역 분포별로 

보면 후멍(呼盟)이 최고로2,744명이며 200명 
이하가 싱안멍(興安盟)이고 100명 이하가 츠 
펑(종|1$)시, 호호트시, 바오터우시, 저멍(哲 , 

盟), 시멍(錫盟)이다.

°mm°} 사용  연황

어룬춘어는 남부방언과 북부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남부방언의 주요분포지는 헤이룽장 
성의 어룬춘족 주거지이고, 북부방언은 네이 
멍구의 후멍의 어룬춘족 주거지이다. 양쪽 방 
언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익 
숙해지면 서로 능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어원커어와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 
에 유사한 단어가 많다. 언어사용 상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룬춘족 35세 이상의 중노년 

층은 공공장소나 가정에서 본 민족어를 사용 
하고, 성(城)이나 진(鐵에  사는 청소년들은 
주로 한어를 용하며, 때에 따라본  민족어를 

쓴다. 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본 민족어를 
사용하고 때에 따라 한어를 사용한다. 다워 얼 

족과 어원커족과는 달리 수렵지대에 사는 어 
룬춘족은 기본적으로 멍구어나 다워얼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곳에 사는 멍구족과 다워 

얼족은 어룬춘어를 이해하지 못해 서로가 소 
수민족어로는 통하지 못하는 특이한 현상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어룬춘족은 자기 민족 문 
자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학교를 시작하 
자 한어를 배우기 시작하며 모든 공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는 한어를 시용하게 된다.

1956년 이후 어룬춘족 성년을 위한 문맹퇴 

치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중노 
년 가운데에는 아직 문맹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나 있다. 이 곳의 방송에서 멍구어나 한어를 
사용하면 시청자들은 좋아하지 않고, 어룬춘 
어 방송이나 노래가 나오면 듣기 좋아한다. 그 
러나 어룬춘어 방송은 전 방송시간의 4%밖에 
되지 않는다. 그 밖에 대부분의 방송 내용은 
한어를 사용하여 전달된다.

S 근방식으J

지금까지 네이멍구자치구에 주로 사는 주체 
민족(한족은 제외)을 소개했다. 사역의 목적 
상 멍구족, 다워얼족, 어원커족, 어룬춘족은 
한 그룹으로 묶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 그 밖에 한족, 후이족 등은 주 

로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사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주족 
과 허저(赫哲)족은 민족과 언어를 관련하여 
볼 때 기타 소수민족과는 다른 차원의 전략과 

접근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은 자기들의 본 민족어를 거의 잃어버 렸고 현 
재 대부분 한화(漢化)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족 사역은 지금까지 많은 소개가 있었기 때문 
에 여기에서 민족단위별로 굳이 소개할 필요 
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 22,000명이 살고 
있는 네이멍구자치구 내의 조선족들은 조선 
족 중에서도 미전도종족으로 남아 있기 때문 

에 일반적인 조선족 사역과 차별화해서 소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사역목적과 접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네이멍구자치구의 일반적인 현황과 교회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어룬춘족

我要做頭髮。I WS y4o zu6 toufa.(워 야오 쭈어 터우파.) 머리를 하렵니다. 9 3



찌낙: ♦ 衡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들
① 호호트(약 120만)

② 바오터우(약 160만)

③ 하이랄(약 30만)

④ 지닝(약 10만)

⑤ 닝허(약 10만)

현재 이 도시들만이 외국인이 합당한 절차를 
거쳐 장기 거주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도시들 
이다.

대학이 있는 도시
① 호호트(종합대 2，단과대 6)

② 바오터우(단과대 3)

③ 하이랄(종합대 1，단과대 2)

④ 지닝(단과대 1)

⑤ 닝허(단과대 1)

1996년에 네이멍구 대학이 앞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집중지원하게 될 100개 대학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범대학은 
각 소수민족 지역에서 온 우수한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때문에 위의 대학들은 사역 
의 목적상 매우 중요하게 주목해야 한다.

1996년 네이멍구 종교국으로부터 공식적 
으로 인정된 삼자교회(8개의 교회)

① 호호트시 (2개)

② 바오터우시(1개)

③ 하이랄시 (1 개)

④ 지닝시(1 개)

⑤ 우하이 (1개)

⑥ 닝허시(1 개)

⑦ 펑전시 (1 개)

실제적인 삼자교회 숫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호호트시에도 보면 확인된 삼자교회가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정확한 숫자 

는 문서보다는 직접 확인한 숫자가 보다 정확 
하다.

네이멍구의 신학교 현황
현재 호호트 시내의 신시가지(新城)에 있는 
대표적인 삼자교회 내에 2년제 단기 성경학교 
가 있다. 1987년 설립하여 지금까지 약 300명 
의 학생이 졸업하였고，현재는46명이 재학중 
에 있으며 학비는 1년에 300원(元)이고 학생 
들은 졸업 후 대개 농촌지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 신학교는 1997년에 중국에서 14번째 
의 공식적인 신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9 4  請剪得短一点儿° I Qng jian de duan yidSnr. (칭 지엔 더 뚜안 이디얼.) 좀 짧게 잘라 주세요



다.

가정교회 현황

현재 네이멍구의 가정교회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에 의하면，■가청교 
회들은 호호트와 바오터우를 중심으로 흩어 

져 있는데 현재는 도시 지역에서는 삼자교회 
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서로간의 연결점은 
없지만 함께 사역한다고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가정교회 전 
도자들의 열심으로 계속적으로 교회가 확장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만 가정교회의 문제 

점은 지도자의 노령화 현상(대개 60세 이상) 

과 지도자의 훈련부족，그리고 성경 및 성경공 
부 교재의 부족 등이다.

0 1험기I s 근 할 11r?

결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3단계를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단계(준비 사역 단계)

①  조사 연구사역: 언어학，민족학, 소수민족 

역사 및 정책을 연구할 목적으로 대학이나 연 
구기관에서 거류증을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 
리서치 사역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고 관심 
의 대상이 된다.

②  성경번역 사역
③  전문개척 사역(지도자 양육)

.④ 교육복지 사역

⑤ 문서 및 방송사역
⑥ 민족 입양사역
⑦  중보기도 사역

2단계(간접적 사역 단계)

①가정교회，삼자교회의 관계를 조성하고 그 
들의 필요(성경 및 성경교재 보급)를 후원
②  공식 신학교 및 가정교회 신학교 후원

③ 현지 지도자 훈련 및 제자훈련에 간접적으 

로 관련하여 후원

3단계(직접적 사역 단계)

개인 접촉에 의한 복음 전도라 할 수 있다.

① 한족: 도시 및 농촌

② 네이멍구족: 도시 및 학교 그리고 그들의 
주거지를 방문
③ 외몽고족(유학생 대상)

④ 기타 소수민족(조선족을 포함 창조적 사 
역의 가능성)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는 이 지면을 통해 밝 
힐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관심 있는 사람 
들은 중국어문선교회에 직접 문의하여 효과 

적 인 사역을 위한 상담과 안내를 받기 바란다.

기도제목

① 한족교회가 부흥하고 소수민족 가운데 믿는 자 
들이 나올 수 있도록
② 삼자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③ 사역자들의 효과적인 사역과 영적 전투에서 승 
리할 수 있도록
④ 소수민족을 위한 성경번역의 문o | 속히 열리고 
번역 사업을 도울수 있는 현지인들이 나올 수 있도 
록
⑤ 대학 내의 젊은0 1들 7 떤데 믿는 자들0 1 나오고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⑥ 생활의 어려움과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과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국어문선교회 편집부

洗不洗頭? / XI bCi XT t6u?(人| 부 시 터우?) 머리를 감으시겠습니까?



기호나/혀 oj자

성립 5 0 쥐辑 賭
I膀 고  자지구

올 해로 ‘내몽고 자치구가 
성립 50주년이 되어 경축행사를 가졌다. 
내몽고 자치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축행사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여 실었다 
편집자주

중국의 첫 소수민족 자치구인 ‘네이명구 자치 
구 성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베이징 당국은 축 
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울러 이 기회를 통해 
각 자치구 민족의 화합과 안정을 모색했다. 네 
이명구 자치구는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성 
(省) 중에 하나였으나 당국의 협조로 외자를 
흡수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네이멍구 자치구 성립 50주년을 맞아 수도 
호호트(呼和浩特:중국어 음역은 ‘후허하오터’ 

이나 국제적으로 ‘호호트’로 통용된다)는 면 

모를 일신해 새롭게 단장했다. 네이멍구 자치 
구는 1947년 5월 1 일 성립했다.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치열했으나, 마오쩌둥(毛澤 
東)과 주더(朱德)은 5월 20일 산베이(陕北)에 

서 자치구 정부 탄생을 위한 축전까지 보내었 
다.

네이멍구 자치구 정부는5월에도 여전히 추 
운 날씨를 고려해서 죽하 행사를 특별히 초원 
의 기후가 가장 좋고,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여름에 거행하기로 했다. 경축행사를 주관하 

는 한 관리는 “ 이번 경축행사의 주제는 단결， 
문명, 개방, 발전이며, 각 초원에서 민족의 자 
녀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네이멍구 자치구 50

주년 발전 성과를 세 
계 시민에게 선보이 
려 한다”고 했다.

수도 호호트의 각 
지역 단위에 맡겨진 
도시 미화작업은 반 

드시 7월 20일 전에 
완성해야 했으므로> 

전 시가지는 하룻밤 
사이에 온갖 꽃이 만 
발했고> 주요 지역마 

다 붉은 둥(紅燈)을 

걸어 장식했다.

호호트는 몽고어 
로 ‘푸른도시’라는 뜻 
이다. 그러나 올해는 

운이 없게도 봄이 일 

찍 찾아와 푸른 초원 
의 아름다움을 쁨냈 

던 이 도시가 몇 마지기의 푸른 초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한 시민은 푸른 초원을 가리키며 이렇게 반 
문했다. “ 이것은 풀이 아니라 보리싹이에요 
어떤 곳은 싹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녹 
화지와 비행장으로 통하는 도로변의 양쪽 녹 

화지역은 모두 보리싹이 풀밭을 덮었다.

개막식에서는 대형 매스게임뿐 아니라, 축 
제기간 동안 “몽고민족 교류회”, “나담축제- 

네이명구 자치구 멍구족의 전통적 축제-역자 
주)”, “초원 축제의 날”, 그리고 자치구 18개 

중점건설사업의 테이프 커팅식이 펼쳐졌다.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축제 기간 동안의 접대 
비와 장식비, 서비스비 등으로 모두 인민폐 3 

~5억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네이멍구 자치구의 한 삼림보호 지구에서 
30여 년 간 일해온 한 전문가는 “ 네이멍구 자 
치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빈곤한 지 
역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겨우 며칠간의 행사 

를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보이려는 처사이다. 많은 기업이

吹風嗎? I Chulfeng ma? (취핑 마?) 드라이 하시겠습니까?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 
는 형편이 아닌가! 우리의 한달 임금이 고작 
200원이니 정부는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 

터 해결해줘야 한다.” 라고 개탄했다.

이 산림전문가를 비롯하여 네이멍구 자치 
구의 대부분의 민중들은，돈이 있어 큰 행시를 
치루는 것은 괜찮지만，많은 중소기업들이 근 
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형 
편에서, 정부가차라리 이런 기업들을 재정적 
으로 지원하여, 백성들의 생계를 먼저 해결하 
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 정부 측 인사에 따르면, 이런 행 
사를 벌이는 것은 단순히 경축활동에만 목적 
이 있는게 아니라，이번 기회를 빌어 네이멍구 
자치구를 혁신시켜 더욱더 많은 외국 투자가 
들을 유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번 18개 
중점목표 중 상당 부분이, 이를테면 비행장， 
기차역 보수，고속도로, 건물 등 환경 기반시 
설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네이멍 
구 자치구는 이런 성대한 행사를 치루면서 중 
앙 정부에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형 
태의 정부 지원은 이미 소수민족들의 전통적 
관례가 되고 있다. 시짱(西藏)이나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둥도 40주년 행사를 통해 중앙 
정부로부터 특 별 :^금 을  받은 전례가 있다.

중앙 정부는 네이멍구 자치구 성립 50주년 
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국가 관영 
통 신 〈신화사<信華社)〉는 일찍이 경축행사 
준비 기간부터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보도했 
고, 「인민일보」는 경축행사 당일 많은 지면 

을 할애하여 “찬란한 반세기” 라는 제목의 사 
설을 게재했다. 중앙방송(CCTV)도 뉴스를 
통해 중점적으로 이 행사를 보도했을 뿐만 아 

니라, 특집방송을 편성하여 이 행사를 적극 홍 
보했다.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 
추자화(鄭家華)를 단장으로 구성된 중앙대표 
단도 호호트에 와서 이번 행사를 축하했다. 또 
한 수행인원으로 중국 중앙 전국인민대표 상 

무회，국무원, 전국정협，인민해방군 관련부서 
의 지도자들이 따랐다. 홍콩특별행정부 부장

인 량아이스(찾S 詩)도 중앙대표단원의 자격 
으로 이 행사에 참가했다. 중앙대표단 단장 추 

자화는 장쩌민(江澤民) 총서기가 친필로 쓴 
“ 경축 네이멍구 자치구 성립 50주년” 이란 제 
목의 휘장을 증정했다.

경축 개막식장에서 추자화는 “네이멍구 자 
치구의 성립은 우리 나라 민족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신중국이 각 민족자치제 
를 시행한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나라 민족관 
계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 이라며 
치하했다. 그의 말대로 네이멍구 자치구에 뒤 
이어 성립된 광시(廣西), 닝샤(寧夏)，신장, 시 
짱 등 4곳의 자치구는 모두 네이멍구 자치구 

모델을 답습했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문화혁명 기간 동안 몽 
고와 한족 사이에 감정적인 상처를 입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왔 
다. 그러나 신장과 티벳에서는 여전히 소수민 

족과 한족 간에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네이멍구 자치구 50주년 기념일 
을 맞아 네이멍구 자치구 제도의 성공을 강조 
하면서, 신장과 티벳 자치구의 평온한 발전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문제 전문가들은 네이멍구 자 
치구와 신장, 티벳 둥 자치구는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네이멍구 자치구 성립시 자치구 주석이

경축일 전통복장율 입은 아가씨들.

不, 請遞給我一面鏡子. I Bu, qTng dlgei wC yimî n jingzi. (뿌, 띠게이 워 이미엔 징즈J 아닙니다. 거울 좀 주세요 9 7



경축개막식

었던 우란푸(烏蘭夫)는 적극적으로 산베이 
(陕北)에 있는 마오쩌둥에게 전보를 쳐 중국 
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겠다고 했으나, 신장 
과 티벳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몽고족을포함한다워얼족, 어원커족 
등 유목민들, 그리고 시내 정착민 등 네이멍구 
의 소수민족들 모두 자기 민족의 문자, 언어 
그리고 고유한 전통 생활습관을 버리고 스스 

로 한족과 동화하기를 택했다.”

다워얼족의 학자 타지(塔姬)는 "호호트의 

몽고족, 다우르족, 어원커족, 만족 둥 소수민 

족 청참들은 대부분 장기 민족의 문자와 언어 
를 모른다.”고 말한디  ̂신장, 티벳과 네이멍구 

자치구의 상황은 이 점에서 크게 다르다.

하지만 네이멍구의 소수민족 중 해외에 망 
명 중인 일부 분리주의자들은 네이멍구 자치 
구의 독립을 요구하며 폭력을 동원하기도 했 
다. 7월 17일 경마장에서 매스게임 예행연습 
을 마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 기장으로 입 
장하려 했으나 입장이 허가되지 않았다. 그 이 
유는 어떤 사람이 기념식장에 폭탄을 장치했 

다는 협박 전화가 현지 공안당국에 걸려왔기 
때문이었다는것이다.공안경찰은 폭탄탐지기

룰 이용해 현장을.살살이 찾아보았으나 무 
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경축행사 기간 동안 경찰은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7월 20일 오전 8시 30분에 경마장에서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중앙대 
표단을 비롯해서 모든 참가자들은 오전 7시 
전에 모두 입장했고, 7시 이후에는 경마장으 
로 가는 길과 경축 행사장의 통행을 모두 차단 

시켰다. 행사기간 동안 도로와 거리에는 공안 
당국 경찰과 무장경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주요 거리에는 10m마다 경비를 섰고 100m마 
다 초소가 마련되었다. 중앙대표단이 머무는 
숙소 주변의 경비는 더욱 삼엄했다. 개인기업 
체를 경영하는 장밍(張明)은 “지금까지 이곳 
에 이렇게 많은 경찰이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마치 계엄치하 같다.”고 했다. 이런 노력들이 
모두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7월 25일 중앙대 
표단이 이곳을 떠날 때까지 행사장에는 한 번 
도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결국 행사는 안 

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출처/ r亞洲遇刊j  97. 8.. 4일자, 風吹草低萬馬齊贺 
번역/ 나현경 • 자원봉사자

98 先生, 您要理製馬? / Xiansheng, nin y^o m ma? (시엔성, 닌 야오 리파마?} 선생님，이발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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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 振 雄 风
남편의 위풍을 떨치다가

几位怕老婆出名的丈夫聚在一起, n

温 嶋 ，

_

忽 然 ，有ᄉ前来报告 •••。

그런데 갑자기，한 사람이 급히 알려왔다.

夫 ᄉ ^ ^ ^ ,  
马上打上门来! 1

\ 당신네 부인■들이 /
\  ■모두 와서，문을 /

\  열려고 해요! J

m
w%

众丈夫闻言, 惊散 O
이 소식을 들은 남편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흩어졌다.

唯有_ ᄉ坐定不动，
原来早已吓死O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미 죽어버렸다.

q  신 력 ^

現在ᄉ多, 請稍等ᅳ畜儿o / Xianẑ i r6n duo, qTng sĥ o deng yihuTr. 99 
(시엔자이 런 뚜어, 칭 사오 덩 ojjlj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 좀 기다리십시오.



중극 이해

종교다원주의 세계관과 중국선교

김태연

1983년 12월 아시아신학협회(The Asian Theological Association)는 대만에서 
‘조상숭배의 관행들’ 에 대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후에 이 협 회 는 「조상숭배의 관행들에 대한 
기독교의 대안(Christian A lte rna tive  to  Ancestor Practices)」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Ro, 1985). 이 책에서 각 주제들에 대히! 검토하는 동안, 조상숭배(Ancestor 

W orsh ip)에 있어서 인간의 영혼이라는 개넘이 그 기초가 됨을 재삼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국인에게 남아 있는 민속종교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인간의 
영혼에 대히! 중국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사후 세계에 대한 중국인의 생각은, 중국선교와 
종교다원주의를 연구하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인의 종교적인 행동은 영혼의 본성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특히, ‘두 영혼 사상’ 은 
민속신앙의 영향올 받은 음양( _ ) 의 이중성에서 유래되었다. 중국 서민들은 사람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영혼들에 의해 그 자체에서 나오는 생기의 덕에 의해 살아간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영혼에 대해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한 영혼이 선조의 명판에 기록되고, 하나는 
무덤속에서 서성거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다른 믿음은 
영혼이 저승세계에서 삶올 지속하다가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과응보, 환생,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이러한 사상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불교가 중국에 소개되어진 이래 중국 무속신앙속으로 모두 흡수되었다.

중국에서 조상숭배에 대한 연중행사를 보면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모두 그 본질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조상제례는 중국 전역에서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지켜지고 있다. 저명한 조상올 

가진 집에서는 특히 엄격히 지켜지며, 황제의 조상은 그 정체적 중요성 때문에 국가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황실은 종묘를 가지며 유력가족은 보다 작은 가묘를 만들고 
서민은 집안의 주실에다 제단을 설치한다. 가족이 공물올 바치고 기원한 조상신은 그 가족이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에 관계한다고 중국인들은 믿는다.

이러한 조상숭배는 인간이 곧 소우주라고 하는 우주적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직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들 조상의 무덤에 예배하며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고향올 방문한다. 특히 
세 번째 영혼은 조상의 명판에 흡수되어 거주한다. 조상의 명판은 타이완 사람들의 
조상제사에서 핵심을 이루는 신앙이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이 세상 안에 있으며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죽은 영혼들의 물사로 믿는다. 만약 후손들이 그 필요들을 공유하지 아니하면,

JOO 這位先生, It® 理了。I Zh6 v선 xiansheng, gai nin II le.
(저 웨이 시a!성, 까이 닌 리료.> 이쪽분, 이하 실  차례입니다.



그 영혼들은 화를 내며 후손에게 물행을 보내는 등 후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승의 물행을 피하기 위히! 자녀들은 효성을 다하여 조상제사에 참여하여야만 
한다.

실상 중국인 대부분은 물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가 혼합된 종교를 믿고 있다. 그들은 세 가지 
종교를 분리시켜 서로 투쟁하게 하지 않고 혼합한 종교를 따르고 있다. 그들은 각각의 전통 
종교들을 ‘같은 목표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 로 여긴다.

이러한 종교적 관습에 중국인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유를 세 가지 실제적인 요인에서 
찾아보면 첫째, 영적인 힘을 통제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둘째, 죽은 영혼을 두려워하고 셋째, 

이러한 힘으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모든 악한 
영혼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삶과 죽음의 연관성 사이에서 중국의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중국인들은 
그들 자손의 호의에 의존함으로써 큰 위로를 받고자 한다. 다시 말해 죽은 조상은 배고픈 유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와 매우 다르다. 죽은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 영혼은 더이상 인간의 호의와 돌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의미와 

힘이 되어준다. 중국의 종교 안에서 삶과 죽음의 관계성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바쳐진 
제물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죽은 영혼이 제울을 통해 물질을 의식한다기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회적인 배려일 뿐이다. 중국인들은 조상들이 
가족 구성원의 삶에 선악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애정을 가지고 
다루어야하며 그들을 함부로 대히)선 절대 안 된다. 만약 조상의 영혼을 무시하거나 제사를 
정지한다면 그들은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갈 2:20) 자세를 가져야만이 
종교다원주의 세계관이 당연시되는 중국에서도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들을 신격화시켜 숭배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인간을 죄에서 해방케 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판함으로써, 옛 관습으로부터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건져내야 한다. 

불교, 도교, 샤머 니즘은 깊게 뿌리내려 있는 사상이므로 선교사가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들추어 진리를 변론하면서,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랑을 보여주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어느 종족에게서나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은 곳곳에 다 있다. 중국 종교에서 구속적 

유비(Redemptive analogy) 개 념을 발견하여 그 접촉점을 찾아서 예수 앞으로 중국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현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통히! 언젠가는 중국인들도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눅 4:33 ~36). 

그 결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살게 된 그들은 더이상 조상신의 
보호가 아y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김태연/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장■, 지구촌 교회 협동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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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극 기*S

여인천하에 

가다

멀고 험안 여행밀

중국 윈난성(雲南省)의 ‘누구후 
(灌沾湖)’를 가본 사람이라면 누 
구나 이 호수야말로 ‘세상에서 가 

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말한다. 베 
이징에 머물고 있었던 나는, 지난 
해 12월 초 이 아름다운 호수를 찾 
아 여 장을 챙겨 긴(?) 여 행을 떠났 
다. 이 여행이야말로 아마 내 평생 
에 걸쳐 쉽게 잊혀질 수 없는 여행 
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01•름 
다운 호수를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을 찾기까지 너무 많 
은 고생을 했고，우리 가 사는 세 계 

와는 좀 다른 또 하나의 ‘세계’, 바 
로 ‘여인천하’가 있었기 때문이다.

윈난성 쿤밍(昆明)에서 중국어 
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그 
와 함께 이 호수를 찾아 떠났다. 

닝랑(寧范)을 거쳐야 누구후를 갈 
수 있기에 우리는 쿤밍에서 먼저

닝랑으로 가기 위해 ‘침대버스’를 

탔다. 중국에서 여행할 때 ‘침대기 
차(臥鋪車)’는 많이 타 보았지만 
침대버스는 처음 타보는 것으로 

또하나의 색다른 경험이었다. 의 
자를 겸용한 침대는 버스안에 3줄 
로, 2층으로 놓여 있었다. 좁은 통 
로에는 많은 짐들이 놓여있어서 
그 짐을 밟지 않고는 지나다닐 수 
없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게다가 여기 

저기에서 시커떻게 생긴 아저씨 
들이 뿌연 연기를 내 뿜으면서 줄 

담배를 피워댔다.

아래층 맨 뒷자리가 친구와 나 
의 자리였다. 아무리 사계절이 봄 
과 같은 중국의 남방이라지만 밤 
이 되자 추워지기 시작했고, 체감 
온도로 인해 더욱 춥게 느껴졌다. 

차 안에 준비되어 있는 얇은 이불 
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지만 그나

마 덮지 않고서는 추위를 견딜 수 
가 없었다.

불도 없는 캄캄한 차 속에서 추 
위에 떨며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 
는데, 어디쯤 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남녀 2명이 
손전등을 들고 차에 올라와 이 사 
람 저 사람 얼굴을 비춰가며 신분 
증 검사를 하였다. 설명이나 미안 
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손전등으 
로 얼굴을 마구 비춰대며 신분중 
을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가 불쾌 
하게 느껴 졌다. 그러나 이 런 일에 

익숙한 둣 무렇지도 않게 대응 
하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무슨 일 
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으 
려니 하고 우리는 여권을 보여주 
었다. 영어로 쓰여진 여권을 읽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난감해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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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는 한국사람입니다. 누구 
후로 여행가는 길이에요: ’

그들은 알았다는 둣 고개를 끄 
덕이더니 다시 학생증을 돌려주 
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들은 마약단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고약한 냄새, 추위와 싸우면서 
뜬눈으로 밤을 보내고 꼬박 이틀 

만에 닝랑현에 도착했다. 누구후 
로 가는 차는 이미 다 떠나버리고 

없어, 부득이 닝랑에서 하루를 묵 
어야 했다. 숙박비 20원(한화 
2,000원)을 주고 중국인들이 자는 
숙소에서 또 추위로 잠을 설치면 

서, 겨울에는 남방여행을 해야한 
다고 말했던 그 누군가를 원망했 
다. 왜 밤과 낮의 기온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는 
지….

약音 누구：？:
아침 7시에 출발한다는 차는 사람 
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9시가 
되어서야 출발을 했다. 아무리 ‘만 
만디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 
나 누구를 향해 원망을 한단 말인 
가? 이 게 다 훈련이 려니 생각하면 
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참는 수밖 
에. ‘내가 왜 돈을 써가면서 이 고 
생을 하고 있지?’ 나 자신이 원망 

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고 
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누구후로 가는 길은 해발 2천 

미터(m) 산길의 비포장 도로. 우 
리나라 마을버스와 같은 크기의

미니 버스를 타고3시간을 더 가야 
했다. 차는 몹시 덜컹거려 엉덩이 
와 허리가 아파왔다. 이 런 차를 '타 

는 것에 이미 익숙할 법한 한 중국 
인 아저씨가 견디다 못해 구토를 
했다. 그 아저씨는 욱욱거리더니 

하필이면 내 옆에서 토하기 시작 
했는데 그 오물이 내 바지와 신발 
에 다 떨어진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는 중국 아저씨 
가 정말 얄미워지면서, 순간 집으 
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 

다. "내가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 
던가?’

짐을 줄이기 위해 이 여 행에 필 
요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짐은 쿤밍 친구 집에 맡겨 놓았었 
다. 여벌의 바지를 준비해오지 않 
아 난감했다. 마을도 작고 낙후된 
누구후에서는 옷을 파는 상점도 
없었다. 결국 그 오물 묻은 바지를 

대충 정리(?)해서 여행기간 동안 
인 1주일 내내 입고 다녀야 했다. 

정말 평생에 딱 한 번으로 족한 여 
행이었다.

누구후 호수면의 해발고도는 
2，685m로 백두산 천지보다 위에 
있는 셈인데, 인공이 아닌 천연호 
수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 

었다. 저녁녘 낙조의 붉은 햇살에 
반사되는 호수를 바라보노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야말로 황 
홀경 그 자체이다. 그동안 힘들었 

던 여행길에 위로가 되어 주었다. 

배를 타고 호수를 둘러볼 수도 있 
었지만 추위와 피곤함에 지쳐 우 
리는 배를 타지는 않았다.

여已아으J 2 쑤J쪽
누구후 호수 주변에는 인구 1만 명 
정도의 모쒀족(摩梭族)이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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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그 곳에서 2시간 거리인 
용닝(永寧)에도 다른 소수민족과 
함께 모쒀족이 살고 있다. 중국 정 
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족속을 나씨족에 
포함시켜 버렸기에 55개 소수민 
족 중에는 모쒀족이라는 이름은 

없다. 이 민족은 문자는 없지 만 언 
어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 같은 족 
속끼리는 모쒀어로 대화를 나눈 

다. 이곳은 지구상 유일한 모계사 
회의 ‘여인천하’의 세상이다. 모든 
것이 여자 중심으로 되어있다. 아 
이가 태어나도 어머니 성을 따르 
고, 가정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여 
성이 가장이 된다. 이 사회에서 남 
자는 무력한 존재이고，‘아버지’라 
는 단어와 그 개념이 그들 속에 존 

재하지 않았다.

이 곳에는 결혼제도가 없다. ‘아 
쭈혼(阿洲婚)’이라는 자유결혼 풍 
습이 있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가 
자유롭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 
해 연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말 
한다. 한 여자가 동시에 두 남자를 
택할 수 없도록 그들간에 약속이 

되어 있다. 먼저 찾아간 남자가 대 
문 밖에 자신의 모자를 걸어 놓는 
것으로 표시를 삼는다. 밤이 되면 

남자가 여자를 찾아갔다가 동트 
기 무섭 게 자기 집으로 되돌아 간 
다. 자기 집 역시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가 가장이며 외삼촌이 있 
는 집에서는 외삼촌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남자가 없는 집에서 
는 상대편 여자의 요구에 따라 남 
자가 낮에 찾아가서 힘든 일을 도 
와주기도 한다. 이 아쭈혼 제도는 
예쁘고 인기있는 여자는 많은 남 
자와 자유스럽게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자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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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은 

결혼 비용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부간의 갈등을 겪을 필요 

도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부터 아 

쭈혼을 치를 수 있는 것일까? 이 
민족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거 
행하게 되는데，이 때부터 그들의

전통복장을 입을 자격이 주어지 
고，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여자 아 
이들은 여인 대접을 받게 되고, 자 
기방을 갖게 되면서 이 °>쭈혼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 멀고 먼 이색지역에 
서 그들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모쒀 

족의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늦게 찾아간 그 집에서 집주 
인 여자를 찾아온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굉장히 포착하기 힘든 
기회를 만난 것이다. 그 남자는 외 
국인인 우리를 보자 좀 쑥스러워 
했지만 손수 차와 간식(해바라기

씨)을 대접하는 등 친절을 베풀었 
다. 그 여자주인에게는 들 하나 

와 딸 하나가 있었는데 모두 이 아 
저씨의 아이란다. 만약 둘 사이에 

서 자녀가 탄생하면 묵시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되고 찾아오는 남 
자가 서서히 한사람으로 고정화 
되다가 중년이 넘어서면 완전히 
고정화 돼 버 린다. 그러나 설사 여 
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 
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륜이라 

고 할 수는 없으며，그 일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지는 않는단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짓궂은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그 
아저씨는 수줍음을 감추지 못하 
면서도 잘 이야기해주었다.

농업이 주업인 그들은 방과 부 
엌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집 
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식으로 표 
현하자면 구식 원룸시스템인 것 
이다. 집에 들어서자 한쪽에 시커 
먼 석쇠가 놓여있었다. 여기에다 

가 장작을 지 펴 밥도 하고, 차 마실 
물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었다. 방 
은 땅보다 약간 높게 하여 칸막이 

를 설치해서 분리해 놓았다. 집안 
은 그을음으로 인해 온통 새까맣 

게 되어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를 나누다보니 어느 틈에 저녁을 
다 지어 걸레인지 행주인지 구분 
이 잘 되지 않는 헝겊으로 그릇을 
쓱쓱 닦아 거기에다가 밥을 담아 
주었다. ‘돌아가서 꼭 회충약을 먹 
어야치.’

집안 한 모퉁이에는 이들이 믿 
고 있는 라마불교의 불상이 모셔 
져 있었다. 모쒀족의 대부분이 라 
마불교를 믿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사원에 가서 참배를 한단다. 만약 
아들이 둘이라면(소수민족은 아

小姐, 您是要做頭髮，還是要剪頭髮? I Xiaojie, nin shi y^o zu6 tbufaj■治shi y^o jian toufa?
(샤오지에, 닌 스 야오 무어 터우파, 하이스 야오 지엔 터우파?) 아가씨, 머리를 하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이를 두 명 낳을 수 있음), 그 중 
하나는 라마불승이 되게 한단다. 

라마불승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시짱(西藏 티벳)자치구로 유학을 
가기도 한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 
니고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결정 

하게 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을 관 
광지로 만들기 위해 개발 중에 있 
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 좁은 
마을 곳곳에다 여관을 짓고 있었 
다. 우리는 여행철이 아니라서 썰 
렁한 여관에서 여전히 추위에 떨 

면서 잠을 설치다, 다음날 아침 다 
시 그들의 집을 찾아갔다. 그들의 

강권에 못이겨 모쒀족 전통복장 
을 입고 말을 타고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사진 찍을 기회가 많지 않 
을 그들을 위 해서도 사진을 몇 장 
찍어 주었다. 그러나 누구후 호수 
옆에서 그 아저씨와 o!•줌마가 함 

께 서있는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며 극구 사양하였다. 아직 
까지 그들 문화권에서는 낮에 남 

녀가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 
이 되지 않는단다.

누가，01유기I, 이3에기I

죽과 빵으로 아침을 먹고 덜컹거 
리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내 

마음은 약간 복잡했다.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 듯한 부 
담으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을 관광지 
로 삼아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 
해 그들의 그런 삶을 권장할 것이 
고,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 
은 그 문화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모쒀족이야말로 미

전도종족으로 한 명의 크리스천 

도 없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족속보다는 더 많 

은 연구와 거기에 따른 선교전략 
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의 사 
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 

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며 그 사랑 
을 전할 것인가? 그들에 게는 아마 
‘하나님 어머니’로 토착화가 필요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가 
정과 그들의 ‘아쭈혼’ 자유결혼 풍 

습을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간 
음하지 말라’는 제칠 계명을 어떻 
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이런 자유결 

혼 풍습은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들의 그런 삶의 
방식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자 
면 허용되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 
다면 크리스천 문화와 모쒀족의 

문화의 대립을 어떻게 접목, 토착 
화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야 한단 말인가? 아직 한 명의 선 
교사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누 

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민족은 영원히 버림받 
은 족속인가?

복잡한 마음이 여전히 해결되 
지 않은 채 리장(麗江)으로 향했 
다. 미니 버스에 앉아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리가 가렵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 
들은 o|무렇지도 않는데 나만 혼 
자 가려워하고 있었다. 친구말에 

의하면 버스 통로에 놓여있던 볏 
짚에서 나온 벌레가 바지 속으로 
들어가 그렇게 가려울 거라고 했 
다. 친구도 예전에 그 벌레에 게 물 
려 고생한 적이 있었단다. 그 벌레

는 너무 작아 육안으로 잘 보이자 
도 않는단다. 결국 그 벌레의 형체 
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가려움으로 
일주일간을 고생해야 했다. 지금 
까지 벌레 물린 흉터가 남아 있을 
정도나 .. .

따리 ( * 理)를 거쳐 쿤밍으로 다 
시 돌아왔다. 돌아올 때도‘침대버 
스’를 타고 왔는데, 갈 때 탔던 버 

스보다는 좀 깨끗했지만 그 길도 
여전히 순탄하지 않았다. 새벽에 
쿤밍에 도착해서 짐을 챙겨 하차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침대 밑에 

놓아 두었던 친구의 신발이 없어 
져 버린 것을 발견했디-. 혹시하고 
찾고 또 찾았다. 사람들은 다 하차 
하고 우리 둘만 남아 계속해서 신 

발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못했다. 

이 때의 당혹감이란…. 한국 운동 
화가 그들 눈에 색달라 보여서였 

을까?

중간에 휴게실에서 하차해 화 
장실을 다녀온 친구는 ‘설마 누가 
신발을?’ 하는 마음에 신발을 챙기 
지 않고 그냥 침대 밑으로 밀어놓 

았었단다. 너무 챙기다보면 궁상 
스럽게 느껴져 매번 당(?)하면서 

도 이런 것조차 ‘설마’ 하다가 또 
여지없이 당하는 경험을 반복해 
야 하는 중국에서 삶. 언제쯤이면 

이 런 일들이 끝이 날 것인가? 결국 
친구는 신발을 찾지 못하고 씁쓸 
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맨발로 집으 
로 돌아와야 했다.

밤마다 추위와 싸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한 이 특별한(?) 여 
행 덕분에 중국의 진짜 얼굴의 한 
단면을 보게 되었고, 중국은 내 가 
슴 안으로 성큼 다가왔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105我要색!頭髮。I W> ySo zu6 t6ufa.(워 야오 무어 터우파.) 머리를 하렵니다.





â. §^어  해열

: 不 管 怎 样 ，我 还 是 相 信 ，有 钱 最 可 靠  o 

Buguan zenyang, wo haishi xiangxln, Y6u qian zui ke kao.

어쨌든 나는 돈 있는게 무엇보다 든든하다고 믿어요.

李 : 只 要 你 信 耶 穌 ，便 会 发 现 原 来 ᄉ 生 最 ᄎ 的 财 富 就 是 神 。
LT: ZhT yao nT xin yesu, bian hui faxian yuanlai rensheng zui da de caifu jiushi shen.

이: 예수님만 믿게되면，。ᅵ•주머니께서는 비로소 인생 최대의 재산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最ᄎ的财富
Z u i da de ca i fu
최대의 재산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뽑힌 이 집사는 어느날, 은행에서 슈페기켓 주인 0 주머니를 만났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녀는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李执事  : 金 太 太 ，早 上 好 。你 3? 来 存 钱 啦 0 
LT zhishi： Jin taitai, zSo shang hSo. nT you lai cunqian la.
이집사: 김씨 o f줌마, 안녕하세요? 또 저금하러 왔네요.

金太太  : 是 啊 ，每 天 赚 钱 积 蓄 是 我 ᄉ 生 最 ᄎ 的 乐 趣 呢 。
Jntaitai： Shi’ a, meitian zhuanqian, jlxD shi w6 rensheng zuida de lequ ne.
김씨 부인: 그럼요. 매일 돈벌어서 저축하는 게 제 삶의 최고의 낙이지요.

李 : 我 以 前 也 是 不 分 早 晚 拼 命 赚 钱 , 结 果 病 倒 了 o
LT： W6 yiqian ye shi bu fen zSowSn pTnming zhuanqian, jieguo bing dSo le.
이: 저도 이전에는 밤낮없이 목숨걸고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몸저 눔게 됐어요.

那 时 我 认 识 了 上 帝 。
Na shi wo rensht le Shangdi.

그 때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信 耶 穌 以 后 我 才 知 道 , 在 ᄉ 生 中 有 些 事 比 赚 钱 更 重 要 。
Xin Yesu yThou w6 cai zhidao, zai rensheng zhong y6u xie shi bT zhuanqian geng zhongyao. 
예수를 믿고나서 비로소 인생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财 都 c^i fu)： 재산 早 上 好 (z^o shkig hao)： 아침인사
存 钱 (cijn qian)： 적금하다. 돈을 모으다 赚 钱 (zhi6n qian)： 돈을 벌다，이문을 남기다
积 蓄 (ji xu)： 저축하다，저축한 돈 乐 趣 昭  qu)： 낙，보람，재미거리
拼 命 (pin ming)： 온 힘을 다하다，필人F적으로 하다 病 倒 (bing dao)： 병들어 눕다，병상에 쓰러지다
可 靠 (k§ kao)： 든든하다，믿음직스럽다

차이나/  본지 편집기자

洗不洗頭? / XT bti XT t6u?(시 부 시 터우?) 머리를 감으시겠습니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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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qiusheng ling 
컨 ^ ！우 셩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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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i jiao wo 
즈 쟈오  휘 예

耶 穌  華 督 是  主 ! 
ye su jl、du shi zhu

지 두 스 주

우리말 가사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무릎끓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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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I S 濟 南 ) .  c l 려 J 大 連 ) .  n c | f i ( 靑 島 >

유재승

타이산(泰山) 기슭에 위치한 지난은 신록이 풍부한 샘물의 도시이다. 

도시의 이곳 저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 샘물 옆으로 버드나무가 
자라는 아름다운 곳이다. 지난은 또 베이징(ib京)요리의 원조이며, 산 

둥(山東)요리의 본 고장이기도 하다.

지난으로 가는 길

비행기
지난시 중심에서 서쪽으로 약 7km 쯤 떨 
어진 곳에 장광(張莊) 국제공항이 있다. 베 
이징에서 지난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소 
요되는데 주 6편의 항공편이 있고, 상하이 
에서는 주 4편으로 난징(南京)을 경유하 
여 2시간40분이 소요되는 항공편이 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차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열차
지난은 베이징에서 지난동(贞)역까지 터콰이(特快)열차로 약5시간이 소요되고_ 즈과이 
(直快)로 7시간 38분이 소요된다. 상하이에서는 즈콰이(l!l快)로 약 6시간, 칭다오(靑요•) 

에서는 뤼여우 터과이(旅游特快)로 5시간이 소요된다.

시내로 가는 교통
트롤리버스를 포함하여 약 30개 노선의 버스편이 있다. 택시는 역 앞의 동쪽에 있는 

공잉추쭈(公營出租)역 앞에서 이용한다.

여행계획

지난은 북쪽으로 황허(黄河)가 흐르고 있고, 남쪽으로는 중국의 명산으로 꼽히는 오악 
(五S-) 가운데 하나인 타이산(泰山)을 끼고 있으며, 또한 시내에 천포산을 안고 있다. 

현재 공업도시로서 발전해 가고 있는 지난은 시내의 여기저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주변으로 버드나무가 서 있는 것이 인상적이기도 한 곳이다. 집집마다 “샘물”, 대문마 
다 “버드나무”라고 기록할 만큼 그대로의 경관을 지금도 즐길 수 있다. 이곳의 천포산공

TTᄋ | 先生, 您要理»>馬? / Xiansheng, nin y4o ITfe ma? (시엔성, 닌 야오 리파마?) 선생님, 이발하시렵니까?



원을 돌아본 뒤 대명호(ᄎ明湖)나 
표돌천, 오룡담, 지난성 박물관，흑 
호천(黑虎泉) 등이 시내의 중심인 
구성내와 그 주변에 있으므로 하루 

동안 여유 있게 볼 수 있다. 서북쪽 
에 있는 황허는 버스나 택시로 갈 

수 있다.

관광 명소

대명호공원 (大叨湖公園)

지난시 구성 북쪽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명호공원은 진주천, 부용천, 왕부지 
등 시내의 많은 샘물들이 이곳으로 홀러들어와 형성되었다. 호반에는 이백(李白)이나 
두보(杜甫)같은 시인이 술잔을 나누며 시를 읊었다고 하는 역하정과 북극각이 있고， 
구곡정과 창랑정 등이 만들어져 있다. 보트를 타고 돌면서 구경할 수 있다.

산동 민간 화초

빠오투추엔공원 (한突泉公園)

지난에서 가장 유명한 샘으로 춘추전국시대에는 녹수라고 이름하여 옛날부터 72천 중 
으뜸이고 천하제일의 샘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송나라 때 세워진 녹원당의 남쪽에 있는 

것은 지금도 매초 16001 의 샘물이 솟아난다. 표돌천을 중심으로 동전의 뜸과 가라앉음 
으로 점을 치기도 하는 수옥천과 그외의 마포천 등 16개의 샘과, 명청(明靑) 때의 고건축 

회당 등이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원내에는 북송 말기의 여류시인 ‘리칭자오(李淸 
照)’의 기념당도 있다.

산동성박물관 OJuT견 博 麵 •{)

5천년 황허 문명의 터전인 산등성의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박물관. 풍부한 청동기와 
5천년 전의 석기, 특색있는 발이 달린 도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하얀 벽의 듬직한궁전풍 

의 건물이 녹음 속에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황허 (黃河)

시내 중심에서 차로 30분 정도 북쪽으로 가면 황토색 물 빛깔의 황허가 흐르고 있다. 

강둑 사이의 폭은 약500m 전 후 이 고 주  넓은 곳은 1km가량이나 된다. 전체 길이 2.4km가 
되는 황허대교가 1982년에 완공되어 강줄기에 걸쳐있고 다른 쪽에 부교도 설치되어 
있다. 텐진이나 베이징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이 부교로 건너가는데, 그 때 차창 밖으로 

보는 황허가 주  일품이다.

지난시 삼자교회

교 호1 주 소 전 화 예 배 시 간
경사로(經 四路)교회 濟南市 經四路 425號 0531-7936327 주일 9시，19시
후재문(后宰門)교회 濟南市 后宰門街 105號 0531-6927094 주일 8시반，10시반，19시
남상산가(南上 山 街)교회 濟南市 南上山街 正2◦號 0531-2909024 주일 8시’ 19시

現在ᄉ多, 請稍等一舍儿 ° / Xî nẑ i r6n duo, qTng shao deng yihuTr. 
(시엔자이 런 뚜어, 칭 샤오 덩 이휠.)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 좀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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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지난은 중국 8대 요리 중의 하나인 산등요리의 본고장이다. 신둥요리의 특징인 담백한 
맛에 신맛이 나는 요리가 많다. 주요 요리로 준치를 찐 청연시어 둥이 있다. 산둥요리를 
잘하는 취풍덕반점,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달고 새콤한 잉어 요리와 손으로 직접 만든 

라면을 자신있게 내놓는 회천반점(歴泉|0£) 둥이 있다.

라오둥(遼東)반도 끝의 항구도시 다텐은 원래 작은 어촌이었다. 도시 
로서의 역사는 100년도 채 못되지만 많은조계지 가운데 하나로  ̂거리 

마다 서구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다. 지금은 중국의 5대 대외무역 도시 
의 하나로 여행자의 마음을 끌어 당기는 매력적인 도시다.

다롄으로 가는 길
비행기
둥베이(東:ib)지방에서 바다에 면한 항구로 발전해 온 도시로 국제선과 26개 도시로의 
국내선이 있다. 국제선은 홍콩과 일본, 한국 간을 오간다. 국내선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장춘, 하얼빈, 산둥, 엔자 우루무치, 옌타이 둥의 주요 도시로 항공편이 
수시로 있고 이 주요도시 외에도 다수의 도시로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열차
베이징과 다텐을 오가는 경합선의 터콰이로 약 16시간 17분 소요된다. 선양에서는 선양 
북역에서 뤼여우 터과이로 5시간 소요된다.

시내로 가는 교통

다렌시의 공공 교통은 대체로 잘 되어있어 버스노선이 34개 있고 트를리버스 노선이 
2개 있으며 노면 전차도 3개의 노선이 있다. 택시가 많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여행계획

다렌시에는 어떤 역사적 유물이라든지 

멋진 풍경이 있는 명승지라든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 볼만한 곳은 없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둥베이 지방의 

바다를 향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시로 중요하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 
은 이 도시는 최근에 발달하여 도시적 

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곳이다. 칭다 
오와 같이 해안에 접해있는 이 도시는 
과거 조계 시대의 건물들이 거리마다 

남아 있어서 매우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다텐으로의 여행은 
사계절 모두 좋지만, 아카시아 꽃이 활

這位先生, 該览̂ 里了0 I Zh6 w î xiansheng, gai nin ff le.
(저 웨이 시엔성, 까이 닌 리료.) 이쪽분, 이 하 실  차례입니다.



짝피는 5~6월 사이가 가장 좋다.

다렌의 관광 명소

다랜 자연박물관
구 다렌역의 북쪽에 위치하며，둥베이지방에서 손꼽을 만한 박물관의 하나이다. 주로 

진귀한동물의 표본을 전시하고 있다. 1920년대에 관공서용으로 세워진 고전적인 양식의 
건축은 중국6대 박물관 중의 하나로서 독특한풍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시면적 2400m! 

에 이르는 관내에는 둥베이 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분포하는 동식물, 해양 생물， 
광물 등의 표본이 소장되어 있다.

노동공원
5월의 아카시아 축제의 주요 장소로 시 중심부에 있는 공원이다. 태극권을 하거나 자신이 
기르고 있는 새를 자랑하는 중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활짝 핀 아카시아나무 아래서는 

잡기, 전통가요 등이 펼쳐진다. 아카시아는 원래 러시아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만， 
지금은 다텐의 심벌이 되었다.

성해공원(星海公園)

다텐의 남서쪽，보하이에 면한 공원이다. 해안은 모래가 아닌 모가 난 작은 돌로 가득 

메워져 있고궁(弓)형의 해변이 펼쳐져 있다. 동쪽 언덕에는 탐해동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바다까지 계단이 길게 이어져있다. 동굴 옆에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전설이 깃든 성석 
(星石)이 있는데 이것에서 성해(星海)공원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부가장공원
다텐 시민에게 인기가높은 해수욕장이다. 1980년에 만들어진 이 공원은 면적이 18.6만m! 

이며, 80Qm의 해안선을 가진 대규모 공원이다. 공원의 동서 양쪽에는 작은 산이 있고, 

남쪽은 바다에 면해 있다. 바다에는 동서로2개의 섬이 떠 있는데 배로 건너갈 수 있으며 

낚시도 할 수 있다. 이 공원은 다텐의 4대 해수욕장 중 하나로 매년 여름철에는 수만 
명의 피서객으로 붐빈다.

다렌시 삼자교회

교 호1 주 소 전 화 예배시간

옥광가(玉光街)예배당 大連市中山區玉光路 2호 0411-2630583 주일 8시, 10시
북경가(北京街)예배당 ᄎ連市西岗區長江路 605호 0411-3631678 주일 8시，10시

음식

다텐은 바다에 면한 항구도시로 해산물요리를 잘하는 음식점들이 많다 넙치나 전복은 
외국으로 수출할 정도이며 이것을 이용한 요리는 다텐의 자랑인 것이다.

베이징 전취덕 다렌분점
베이징 오리요리를 자랑하는 전취덕의 체인점. 다텐에도 2개나 있다. 베이징 요리의

請, 這» 새坐° I Qrng, zh6 bianr zu6. (칭, 쩌 비얼 쭈어J 이쪽으로 앉으세요



대표적인 오리요리는 전취덕의 분점인 만큼 먹어볼 만 하다. 매일 2회 큰 숯에 불을 
피워서 굽는데, 다 구운 것은 11시와 17시에 낸다. 이 때에 맞추어 가면 갓 구운 오리고기 
를 먹을 수 있다. 주소는 西M E  新開路 14호  (0411) 363 - 7251

군영루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전통있는 중국 음식점이다. 잘하는 요리는 물만두이고, 결혼식 

등을 하는 연가청, 장수를 축복하는 척수청, 일본식의 영빈청 둥 각각 특징있는 별실이 
20개나 있다. 역시 이 곳의 권할 만한 요리는 ‘삼선만두’인데 해삼이나 새우를 넣고 작게 
만들어서 먹기 좋다.

한성관(漢城'fr)

다렌 항구에서 가까운 한국 음식점이다. 일품 요리도 있다. 일반 중국 음식점들과는 

달리 청결하여 가게에 들어서는 느낌이 좋다. 종업원들도 친절하며, 주문을 하면 곧 
와서 조리를 해준다.

스탈린 거리 122호  다롄 서원반점 9충. (0411) 80 8668

칭다오는 맥주로 더 알려진 곳으로 산등성 중부에 위치하며 삼면 
이 바다로 둘려 있는 항구 도시다. 지금까지도 조계시대의 그림자 

가 농후하게 자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양휴양지로서 관광객으 
로 붐비지만 그 옛날에는 쓸쓸한 어촌에 불과했다. 시내에 즐비한 붉은 지붕의 서구풍의 

건축은 1898년 독일 조차지로서 개항 뒤에 세워진 것이 지금은 완전히 중국인의 생활속 
에 용해되어서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한다. 세계 제2차 대전 전에 독일인들이 세운 
것으로 침략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 평평한 언덕길과 완만한 커브 그리고 서구식 건축물이 이어지는 칭다오 거리는 
서구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곳이며,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용해시켜내는 
중국인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곳이다.

칭다오 해변
TI4 |您理什麽式樣.? /响 ^ 故 阳 31%的 ?(닌  리 션머 스양?)어떤 스타일로 이발하시겠습니까?



칭다오로 가는 길
비행기
베이징，상하이 어디서든지 1시간 10분 걸리며 매일 운항한다. 광저우，다텐, 시안(西安) 

둥에서도 있다. 해수욕철에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혼잡하므로 표는 상당한 기간을 미리 
앞두고 사는 것이 좋다.

열차
베이징에서 약 13시간, 베이하이(北海)에서 약 24시간 걸리는데, 둘다 산등성의 성도인 
지난을 경유한다.

배
국제선 인천-칭다오행으로 갈수 있으며, 약 25시간 걸린다.

여행* 경로
일부러 칭다오로 가는 사람은 대단한 술꾼으로 ‘칭다오의 생맥주를 맛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 칭다오를 들른다면 배편을 이용해 중국땅을 여행하는 사람에 
한할 것이다. 특별히 볼거리라고 추천해줄 만한 곳은 없으나，여행자에게는 마음을 편하 
게 해주는 아늑한 곳이다.

관광 명소
해산박물관(海 産 博 삐 )
수족관과 표본진열관으로 나뉘어 있으며, 돌고래나 상어가 있는 것도 아닌 평범한 수족 
관이지만, 수조의 물이 맑고 깨끗해서 느낌이 좋다 가족 나들이로 성황을 이루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룬다.

제일해수욕장(第ᅳ海水浴場)

칭다오 여행에서 여름에 해수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해수욕철에 해변에는 
해수욕객들로 붐비고 있으며, 해가 진 뒤에도 서늘한 시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들어찬 
다

영산嫩山)
시로부터 동쪽으로 40kra 떨어진 교외에 솟아있다. 바다에 면하고 있으며 단애절벽의 
험한 산이다. 주봉 영정은 표고 l,133m ^ 예로부터 중국 유교의 명산의 하나로 꼽으며 厂 
신선이 사는 곳」이라 일러왔다. 일반 여행은 태청궁까지 버스로 간다. 상청궁, 용담폭 
등 도보로 팔수하{八水河)까지 약 2시간의 등산길이다. 팔수하에서 다시 버스에 올라 
오후 4시쯤 시내로 돌아온다.

칭다오 삼자교회

교 회 주 소 전화번호 예배시간
강변로(江邊路)교회 靑島市江邊路 15호 0532-2865970 주일 9시

유재승/ (주)천지 항공 여행사 부사장, 배재대학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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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카이거 감독’, ‘중국 내 상영금지’, ‘96년 칸느 
영화제 초청작’…, 여러 가지 려한  수식어가 눈 

길을 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난 뒤 첸카이거 감독 
이 영화 “풍월”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생각을 관 
객에게 전하려 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혼란 

스럽기만 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20~1930년대 중국이 

근대화로 몸살을 앓고 있었을 때다. 카메라는 중 
국 내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화할 뿐만 아니라 서 
구화된 도시인 상하이(上海)와상하이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쑤저우’(蘇州)의 전통적인 씨족 

공동체인 팡(方)가 장원을 오고가며 대조적인 두 
지역을 중심무대로 삼는다.

영화는 팡씨 집안의 딸인 소녀 류이(꽁리,

扮)가 아편을 배우고, 충량(장구오롱 , 張國榮 扮) 

이 누나가 시집온 팡가 장원으로 들어와 매형의 
아편을 시중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작편을 뒤 
집으며 장난을 치던 류이를 단오가 붙잡고> 그 광 

경을 매형인 젠다에게 줄 편을 들고 가던 충량 
이 보게 되는데，여기서 세 사람의 얽힌 운명을 

암시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환각 상태에 빠진 매 
형에게 충량은 누나와 입맞춤하라는 강요를 당한 
다. 장면이 바뀌어 울면서 방을 나오는 충량. 영화 
속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근친상간’의 모습을 연 
상하게 한다.

결국 충량은 매형의 6>편에 비상을 넣어 그를 
식물인간이 되게 한 후 도망치다 상하이의 암흑가 
보스를 만난다. 세월이 홀러 성장한 충량은 상하 
이의 유명한 제비족이 되어, 환락과 향락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팡씨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보 
스의 명령으로« 광가의 주인이 된 류이를 유혹하 

러 팡가 장원으로 다시 돌아온 충량.

세f  은 흘렀건만 팡가의 모습은 변함없이 전통 
적 생¥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마치 변하 
는 세상과는 담을 쌓은 둣이…. 그리고 여전히 동 
생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누이는 오랫만에 팡가 

장원을 찾아온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충량의 기 
억 속의 모습 그대로다. 변한 것이 있다면 아름다 
운 처녀로 성장한 류이와 그 집의 집사로 일하게 
된 단오뿐이다. 단오는 팡가의 일원이지만 직계 
는 아니므로 거의 종에 가까운 존재이다. 단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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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남몰래 류이를 홈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팡가 장원에서 서구 문화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충량이 류이를 유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나그녀를 유혹하는 과정에서 충량 역시 류이 

를사랑하게 된다. 한편, 류이는 충량을 위해 ‘여인 
이 되기’로 마음먹고, 서구식으로 몸단장을 할 뿐 

만아니라충량에게 매력적으로보이기 위해 단오 
와 섹스를 연습하기도 한다. 충량은 류이가 진심 
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자 갈등 끝에 혼자서 팡 
가 장원을 떠난다.

류이와 단오는 충량을 찾아 상하이로 오고 조직 
의 흉계에 의해 충량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량을 사랑하겠다고 류이는 중량 
에게 고백하지만 충량은 류이를 사랑한다고 말하 
지 않는다. 류이는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오고, 충 
량 결국 조직을 배반하고 류이와의 사랑을 확인 
하고자 소주로 오지만 이미 결혼할 남자가 생긴 

류이는 그를 거절한다. 상심한 충량은 류이의 아 
편에 비상을 탄다. 류이는 식물인간이 되고, 광가 
장원을 떠나던 충량은 조직원의 손에 죽는다. 팡 
가의 승계를 단오가 받으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 
다.

영화는 시종일관 흐름이 유연하지 못할 뿐더러 
전통과 현대와의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소재와 인물들 사이에 개연성이라고는 찾아 보기 
가 어렵다. 영화적으로도 충량이 류이를 사랑하 
게 되는 심경의 변화, 류이가 갑자기 서구화된 모 
습 둥 충분한 설명이 없다. 은유와 환유 속에 중국 
의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해 보여주던 첸카이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부한 멜로드라마 수준 
에 그치고 만다.

풍월을 보면서 생각한 점이지만 최근 중국영화 
가 비정상적 성의 모습을 통해 사회상을 보여주려 
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많은 작품에서 비정상 
적인 성(性)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왕자웨이(王家衛)는 ‘춘광사설’에서 남자동성애 
를 그리고 있고, 대만의 차이밍량(蔡明亮)의 "하 
류(河流)’는 아버지와 아들의 근친상간, 첸카이거 
의 전작 ‘패왕별희’에서 남자동성애를, ‘풍월’에서 
근친상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의 모습을 매개로 사회 
를 고발해야만 하고 인간 소외를 보여주어야만 

할까? 일상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기에는 역부 
족이란 말인가? 어느새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된 개념이 되었다. 영화 풍월에 흐르는 아 
편 연기의 몽롱함처럼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도 
불분명하다 아편과 타락한 성의 몽롱함이 중국 
현대사의 혼란이라면 충량의 매 형 젠다는 구시대 
의 상징적 인물이고 충량의 누이 역시 절망 속에 
남아있는 구시대의 인물의 모습이다. 류이와 충 
량은 전통과 개방 속에 갈등하며 격변기의 삶을 
살아간 인물들로  ̂ 혁명처럼 그들의 그늘 속에 숨 
어있다. 팡가, 즉 중국의 주인으로 신분상승하는 
단오가 혁명 이후의 중국인의 대표적 모습일까? 

이 것이 지나친 유추가 아닌가 싶을 만큼 설득력 이 
적다.

첸카이거 감독의 영화 전체의 주된 흐름 즉, 메 
시지 전달 방법은 중국의 전통적 생활 모습과 현 
대화의 모습 속에 역사성과사회성 이 깃들여 지금 

의 모순된 상황을 꼬집는 것이다. 하지만 풍월에 
서 보여지는 여러 장면은 이미 너무 많이 보이온 
수법으로 보여졌다. 게다가 전체적인 영화의 흐 

룸이 배우 장국영의 역할이 상반된 모습으로 변화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패왕별희와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영화 속에 볼거리라면 30년 
대 상하이의 모습을 충실히 재 현했다는 것과 크리 
스토퍼 도일(왕가위 영화의 촬영 감독)의 수려한 

영상뿐이다. 사치성 있는 작품도，멜로물도 아닌 
어중간한 영화가 되어버린 풍월을 보며 오늘날 
중국의 현실이 어중간한 영화같이 혼란스럽지 않 
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창우/ 중국복음선교회 회원, 낮은울타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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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용은 서양의 중세 시대 상상력 속의 

무시무시한 귀물이 아니라 힘과 선(善)의 수 
호신이다. 용은 변화의 신령이며, 그렇기 때문 
에 생명 그 자체이다. 중국의 모든 신화나 우 

주론 개념에서 용은 착한 성질을 가진 온화하 
고 인자한 생물이며, 자연계의 남성적 활력과 
생식력을 상징한다. 한나라(BC 206년-AD 

220년) 때부터 용은 ‘천자(天子)’ 즉, 황제의 
상징이 되었다.

중축  으1 0

A i l가i t ]  ᅳ§ ! 龍)

권수영

다섯번째 간지，용

용은 12 간지(干支) 중 다섯 번째 동물이다. 

역경(易經)에 따르면 ‘진(震:Chen)’이라는 글 
자는 힘의 네 가지 기본적인 전개 과정 중의 
세 번째 과정과 일치하며, 릉，즉 ‘용(龍)’과 동 
의어이다. 그리고 이 의견을 좇아서 동쪽, 봄 
등과 같이 그렇게 지시된 힘들에 의해 지배되 

는 자연의 힘과 기능을 청룡(靑龍)자 밑에 분 
류하는데，청룡 역시 천계의 동쪽 상한을 가르 

킨다.

옛날 중국인의 우주론에서는 용을 네 가지 
로 나누었다. 첫째는 ‘천룡(天龍)’으로 하늘의 
재생력을 대표하고, 둘째는 ‘신룡(神龍)’으로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며, 셋째는 

‘지룡(地龍)’으로 지상의 샘물과수원(水原)을 
장악하며, 넷째는 ‘호장롱(護 麵 )’으로 인간 
의 눈에 가리워 볼 수 없는 보물을 지 킨다. 이 
밖에 사람들은 또 사해 용왕이 있어서 지구를 
둘러싼 네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다.

방위를 대표하는 네 가지 동물 중에서 용은 
동방, 즉 해가 솟는 곳을 상징한다. 용은 풍작 
이나 봄비, 또는 빗물을 나타낸다. 용은 ‘청룡 
(靑龍)’이라고도 일컬으며, 서방과 사후의 세 
계를 상징하는 ‘백호(白虎)’와 대응된다.

용은 마력을 가진 동물로서 자유자재로 변 
신하여 누에고치만큼 작아질 수도 있고, 하늘 

과 땅에 차도록 커 질 수도 있다. 용은 또 필요 

에 따라 숨을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다. 용 
은 하늘로 오를 때 먹구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림을 볼 수 있는데 흔히 용 
두 마리가 공(球)이나 여의주(우뢰，번개를 상

TI8 I辅得短一点儿。I ang jiSn de duSn yidSnr. (칭 지엔 더 뚜안 이디얼.) 좀 짧게 잘라 주세요■



징)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것이 비를 오게 한다.

경계와 보호의 상징인 용

용은 경계와보호의 상징이다. 고대인과 현대 
인 모두 이 우화적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왔 
다. 용은 고대인들, 특히 중국인의 종교를 통 
해 신성시되고 중국인들의 신화의 대상과 저 
들이 믿는 뜻을 대변하는 대리자, 보물의 수호 
자가 되었던 것이다. 고대인들은 바다 회오리 
를 살아있는 용(海龍)이라고 생각했으며, 출 
렁이는 파도를 마법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 
다. 그 괴물은 사람과 배를 해치기 위해 큰 물 
결을 일으키는 힘을 가졌다고들 한다.

언제나 용에게 붙어있는 둥글고 빨간 여의 
주. 이것을 잃어버 린다는 것은 힘을 잃는 전조 
로 여겨졌다.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에 이르기 
까지 중국 황제 어의의 문장엔 여의주를 놓고 
두 마리 용이 다투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수나라의 제후였던 재상 치량(?)은 어느 날 

밖에 나가 산책하다가 상처입은 뱀을 발견하 
여 약을 발라 주고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후 
다시 그가 나가서 산책하고 있을 때 입 속에 

아주 빛나는 진주를 물고 있는 뱀을 보았다. 

그래서 그가 그 뱀에 게 다가서자 그 뱀은 그에 

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용왕의 아들인데, 허물을 벗다가 상 
처를 입었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니 
이 진주로써 당신이 내게 베푼 호의에 보답하 

고자 합니다.” 재상은 이 진주를 자기가 섬 기

는 군주에 게 갖다 바쳤다. 황제는 그것을 그의 
어 전에다 갖다 놓았는데，그것 때문에 밤도 낮 
처럼 밝았다.

복합체인 용의 형상

서기 200년에 쓰여진 r설문해자(設文解字)j 

에서는 물고기, 뱀, 도마뱀과 같은 비늘 달린 
369종의 파충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용 

이 가장 중심 적 인 동물로 되 어 있다. 용의 모 
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 

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보이거나，보이 
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봄이 오면 
용은 하늘로 올라가고, 가을에 는 물 속 깊숙이 
침잠한다. 추분이 되면 자신을 진흙으로 덮었 
다가 봄에 다시 나타난다. 이 렇듯이 용은 눈 
을 뜨는 것으로 자연의 힘의 복귀를 알려주므 

로, 용은 자연생산적인 수분의 힘에 대한 상징 
이 되었으며, 온화한 비나 폭우에 의해 모든 
자연을 새롭게 하는 봄의 상징 이 되었다. 숫자 
‘9’는 남성 활력의 상징이므로 흔히 용과 연계 
된다. 유명한 ‘一龍九子名不同’(용의 아홉 아 
들은 각기 다르다)은 젊은 부부에 대한 좋은 
축원으로 널리 쓰인다.

그러나용의 몸체는 확실히 뱀과 같고, 머리 

는다른 여러 종류의 동물들 머리의 여러 부분 
으로 만들어 졌으며，이빨은 포유육식 동물의 
것과 같은데 반해，다리와 발톱은 새의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우화적인 동물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흔히 뱀 
몸에 발과 발톱이 있고, 가죽에는 비늘, 머리

洗不洗頭? / XT bCj xT t6u?(시 부 시 터우?} 머리를 감으시겠습니까? 119



에는 사슴 같은 뿔을 그리며，귀는 소 귀와 홉 
사하게 그린다.

용은 귀머거리이다. 때문에 귀머거리를 ‘농 

( « , Long)’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용은 숨을 
내쉴 때 마치 구름같은 것을 내뿜는데，때로는 
물 또는 불로 변하기도 한다. 목소리는 구리판 
을 울리는 소리 같다. 용의 종류는 다양한데, 

어떤 것은 뿔이 달려 있고, 어떤 것은 달려 있 
지 않다. 비늘이 있는 것도 있고 날개가 없는 
것도 있다. 용은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 
사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문화 풍습에 스며든 용 신앙

중국인들은 대부분 이같이 신비롭고 놀라운 
생물의 존재를 철저히 믿고 있다. 그 용은 중 
국의 고대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불교 

전설엔 그런 것들로 가득차 있다. 도가의 설화 
들은 용의 움직임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 전역에는 용의 은밀 
한 거주지와 무시무시한 모습에 관한 이야기 

가 아주 많다. 집이나 절(사원)에서 용의 초상 
을 쉽게 볼 수 있고, 건축물이나 예술품, 직물 
둥에서 장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베이징(：ib효)에 있는 북해 호숫가에는 ‘구 
룡벽(九龍壁)’이라 알려져 있는 보호벽이 있 
다. 이 벽은 아홉 마리의 용이 몸을 뒤틀고 용 
트림을 하는 것처럼 멋진 디자인의 다채로운 
색의 타일을 붙인 벽돌로 만들어졌는데，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져 실제로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용의 종류가 아홉 가지가 있듯이 이 
보호벽은 실존하는 모든 용들을 상징하고 있 
다. 이것은 원래 이미 오래 전에 소실된 만불 
전(萬佛殿)이 세워지기 전에 세워졌었다. 또 

다른 유사한 성격의 벽은 사경문(賜敬門) 근 
처 자금성(紫禁城)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양절( m 節), 중원절(中元節). 해종절 
(解稷節), 용주절(龍舟節)이라고 다양하게 알 
려 진 ‘용선죽제’(Dragon Boat Festival)는 음 
력 5월 5일에 개최되며, 매우 생기넘치는모습 
을 보여준다. 여섯 개 혹은 그 이상의 노잡이

12ᄋ 吹風嗎? / Chuifeng ma? I취평 마?) 드라이 하시겠습니까?

를 실은 길다닿고 좁다란 배가 관중들의 열광 
적 인 환호를 받으며 강 위, 아래쪽으로 질주한 
다. 이 축제는 영(纸  Y ing) 지방 태생인 굴원 
(屈原)이라는 한 정치가를 기념하여 만들어졌 
다. 그는 그 나라의 왕자에 게 모함을 받아 BC 

295년 타락한 정치 풍토에 항의하여 멱라강에 
몸을 던졌다. 덕과충성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 
은 굴원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찾 
으려고 배를 보냈으나 헛수고였다. 그래서 그 

들은‘종(傻y이라고 하는 찹쌀떡을 나뭇잎으로 
싸갖고, 깃발과 징을 단 배에 실어 강을 건널 
채비를 하였다. 모두들 그 비극의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충성스런 신하의 영혼에게 제 
물을 바치 려고 애썼다. 그 사건을 기념 하는 이 

같은 방식이 후손들에게 축제로 전해내려온 
것이다.

용선은 일반적으로 3.75m 길이에 너비가 
1.6m, 깊이가70cni이며, 뱃머리엔용머리가 장 
식되고, 선미엔 용 꼬리를 달았으며 노 젓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징 
과 북을 두들기며, 깃발을 흔드는 사람을 태운 
다. 이 경주가 벌어지는 동안 사고가 자주 발 
생하므로 어떤 지방의 당국자들은 적 절히 경 
주를 제한하거나금하고 있다. 이 축제는 아마 
도 용이 곡식을 위해 충분한 비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한 용의 비위를 맞추기 위 
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북방 지역에서는 춘절(春節:음력 

설)에 용춤을 추며, 혼례식에서 신혼부부가 
손님들을 떠나서 신방으로 갈 때도 비슷한 춤 
을 춘다. 때로는 춤추면서 입맞추는 시늉을 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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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W N  프 로 짹 巨
(Discipling A Whole Nations)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의 제자로 삼는다는• 단 프로 
젝트(DAWN Project)는 필 
리핀 선교사로 사역하던 몽 
고메리 박사에 의해 시작되 

었다. 1974년 그는 3천5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필 
리핀에 교회는 겨우 4천여 개 

뿐임을 발견했다. 어떻게 하 
면 이 교회들로 하여금 3천 5 

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 
을 전하게 할 것인가를 스스 
로에게 질문하면서, 교회 성 

장을 연구하던중, 교회를 개척하는 교단이나 교회가 급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작은 모임아 ‘승법번식"sm  

교회 역시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 었고，모든 교단 및 교회가 한 목표를 정해서 

이 일에 집중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필리핀의 교회 지도자들 
에게 이것을 도전하였고，여기에 동의한 지도자들은 그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1974년 ‘5만 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삼고 달려온 결과 현재 
3만 4천 개의 새로운 교회가 필리핀에서 생겨났다. 이런 추세로 계속나가게 된다 
면 인구 5천이 되는 2천년대에는 1만 7천 개의 교회가 더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교희의 숫자의 2배에 해당된다. 그는 필리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했다. 이후 그의 사역과 비전에 동참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현재 단프로젝트를 수용한나라가 기개국에 이르렀으며，그 중 30개 국은 ‘전세계 
에 1 백 40만 개의 교회를 그리고 중국에 1 백만 개의 가정교회를 세운다’는 구체적

不, M通給我一面鏡子. / BCi, qTng diga we ylmijn jingzi. (뿌, 띠게이 워 이미엔 징즈J 아님니다. 거울 좀 주세요 121



인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중에 있다.

E! 3 로멕巨 1] a\m
단 프로젝트의 비전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20)는 예수그리 

스도의 지상명령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많은 사람 
들과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바로 단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사역하 
고 있는 교회나 교단, 그리스도인 개인은 이 비전 아래서 누구나 협력하여 일할 

수 있다. .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번성하고 많은 민족을 형성하여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창 1: 27-28, 마 23: 37).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 
히 여기시는가는 성경 전체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창세기 6장 5절, 8절을 보면 
인간의 행위가 매우 악하여 그들을 멸절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를 남겨두심으로 의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볼 수 있다. 

단 프로젝트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전세계에 

홀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복음사역이다.

프로짹巨-‘= 투 2 2 」개적 ’ (s a tu ra tio n  c h u rc h  p la n t in g )

여호수아 1장 10절〜11절을 보면 땅을 정복하는 것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다. 그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여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방 민족들을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다 쫓아 낸 다음 모든 도시를 점령해야 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신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 

고 민족 전체를 제자로 삼아야 한다. 그저 한 나라, 혹은 몇몇 도시에 들어가서 
교회 하나 세우는*것으로 지상명령은 성취되지 않는다. 예수님도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읍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온갖 종류의 병을 고치셨다(마 
4:23，9:36). 바울 역시 모든 곳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롬 15:14). 

그는 예수님처럼 매우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사역했다.

중국에는 12억의 인구가 있다. 처음 중국에 간 선교사들은 중국의 해안지역만 
돌아다녔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전체를 차지해야겠다는 믿음을 갖고서 
중국내지선교회를 시작했다. 그는‘모든 곳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던 사람이다.

‘ 침투 교회 개척’ (saturation church planting)이란 바로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가운데 나온 용어이다. 이 개념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나라，방언, 조건,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하도록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 접근해 간

先生, 您要理* 1? / Xiansheng, nin yto ITS ma? (시엔성, 닌 야오 리파마?) 선생님, 이발하시렵니까?



다’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성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사역은 바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침투 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적용할 수 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먼저 범국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나서 한 나라에 있는 그리 

스도의 몸 전체 즉，모든 교단과교회 그리고 개인들은 이 일을 위해 종합된 헌신과 
협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단 프로젝트(DAWN Project)’ 혹은 ‘단 타입 
프로젝트(DAWN type Project)' 이다.

단(D A W N M nistiy )에서는 이 과제를 매우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전세계의 
그리스도인이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은 아주 작은 

조직체로서 8명의 사역자들이(1995년) 전세계의 교단과 교회들에게 단 비전과 

전략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스탭들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단 전략을 
충분히 세울만한 교회와 지도자들을 주셨다고 생각하므로 각 나라마다 단 사무실 
을 따로 두지 않는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 단 전략을 세우기를 원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몇몇 지도자들이 모여 단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또다른 나라에 
서는 기존의 선교단체 (CCC, OM, YW AM  등)들이 추진하고 있다.

E1 2 략으」7 만게

1 단계
범국가적 지도자들과 이들의 위원회가 헌신하여 한 국가 전체에 그리스도 몸 

전체를 동원하도록 한다. 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한 나라 안의 모든 종족집단을 
제자로 삼는 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단계
자신의 나라를 교회들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비전과 확신으로 가득찬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독특하 
게 무장된 사람으로서(민 11:28，27： 18-21，출 33: 7 ,11)，백성들이 받아들인 지도 
자였다(수 1: 16-18, 3： 7). 존 낙스는 자신의 나라인 스코틀랜드에 대한 열정과 

부담이 강렬하여 ‘내게 이 민족을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라고 기도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라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1950년 전 네팔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3년 전 까지만 해도 임신한 여자라도 그리스도인이면 감옥에 처넣었고, 

70세 된 노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매맞아 죽었다. 이런 나라에서 
단 프로젝트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팔에 ‘록 마니 반다리’라는 사람을 세우셨다. 그는 

1965년 네팔 서부지역의 브라만 계층에서 태어났다,f그는 성장한후 거리의 갱단 
두목이 되었고，태권도에서 그 나라 챔피언이었다. 뿐만 아니라 반정부 지도자i ■■ᅵ 

의 경호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1984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곧바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거리 
의 전도자로 나성다. 네팔정부는 그를 만 명 정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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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예수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한 방을 a냉•했던 28명의 강도，절도자들이 회심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 경찰은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는 다시 거리의 전도자가 되었다. 현재 
그는600명 정도가출석하는교회의 목사이면서, 네팔의 다른지역에 작은지교회 

를 개척하여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네팔을 자신에게 주셨다 
고 믿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 침투 교회 개척사역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단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만들고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한 나라 크리스천 공동체 전체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3 단계
사람들이 갈수  있는 곳에 최소한한교회를 두어야 한다. 이것은 단 전략의 핵심이 

다.

필리핀은 ‘바랑가이과는 것으로 각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필리핀에 5만 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질 경우2천년대가 되면 5만 바랑가 
이마다 한 교회가 생기게 될 것이다.

4 단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나라와 지역을 세밀히 관찰，연구해야 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성벽을 돌아가면서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모아 우리 모두 일어나 교회를 세우자고 도전하였다. 올바른 

지도자를 통해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은 
흥분된 미음으로 일어날 것이다.

5 단계
범국가적 집회에 모인 그 나라의 대표지도자들은 범국가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 

여기서 목표라 함은 ‘몇 년 내에 몇 개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집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2만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를 설정하 

기 전 연구를 담당한 크리스 포스터라는 사言은 오늘날 교회의 성장 정도를 보면 

서 2만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결론을.내렸다. 집회의 마지막날총지도자는 
모든 교단들로 하여금 각기 교단들이 몇 개의 교회를 세울 것인지 나름대로 목표 

를 설정하게 하였다. 이후 종합해 본 결과 1만 9천 개가 조금 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교단 지도자는 2만 개중 나머지를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결국 크리스 
포스터의 연구 결과와 집회에 참석한 교단지도자들의 목표한 숫자가 놀랍게도 

일치 함으로써 이들은 2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단계
모든 교회와 교단, 선교단체로 하여금 그들 니름대로 목표를 설정하여 교회를

這位先生, 該道̂里了0 / Zh6 w현 xiansheng, gai nin 盯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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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도록 한다. 과테말라에서 단 집회에 참여한40여 개의 교단 중 일부가 목표를 

설정했다.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 전력을 구체화시켜 나 
갔다. 어떤 교단의 경우를 보면 ‘프로젝트35’ 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들은 포스 

터를 준비하여 거기에 30개 라인을 그려놓았다. 각 교단의 교회들에게 이것을 
배포한 후 새로 온 사람들의 숫자로 채우게 하였다. 그리고 그 새신자로 하여금 

자기 마을의 주민들을 목회자와 접촉하게 한다. 목회자는 새신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그 지역의 친척들을 찾아가 성경공부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교단은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7 단계
단 프로젝트 즉, 침투 교회 개척 전략은 집중적인 기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무리 좋은 
목표와 잘 제시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짐바브웨에서 한 선교사가 한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길 

원했다. 그는 여러 번 전도집회를 개최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어느 날 그는 
주님으로부터 그 지역을 위해 금식하며 중보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6개월 

간 기도를 했다 이후에 개최한 전도집회에 하나님의 영이 쏟아져 많은 사람들이 

t 빵 을  보이며 주님을 영접하였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작은 그룹이 만들어져 거기에 있던 쇼핑센터 건물의 한 방을 빌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 지식으로 ᅳ1罔  찰

몽고메 리 박사의 사위 인 로이 윙거드 선교사는 과테 말라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 
님께서 과테말라 전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며 도전을 받아 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4년 반 동안 47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일하시는 것을 보며 홍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자신을 위한 백성 
을 창출하시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우리에게 보여주신다(창 12). 하나 
님은 자신의 백성을 창출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갖고 계신 것이다.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물이 바다를 채움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0}는  지식으 

로 가득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갈수  있는 곳에 교회가 다 세워지 

게 되는 날 단의 과업은 끝날 것이다. 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백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열망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다고 확신하므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앞에 이르기까지 이 사역을 해 나갈 것이다.

이 글은 '95 세계선교대회(GCOWE ’95)에 서 〈영적 지도력과 교회성장 세口 ᅵ나〉중 로01 윙거드 선교 

사의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자’라는 강의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정리/ 안정숙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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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션교

한 • 중 기독교모임 정례화

제1회 한 • 중 기독교학술문화세미나 
가 8월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사회 
과학원 회의실에서 폐막되었다. 중국 
공산당 창건 이래 중국 정부 부서가 
외국의 기독교 교단을 초청해 마련 
한 최초의 기독교세미나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세미나 
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이같은 기독 
교 학술세미나를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개최키로 하는 둥의 모임 정 
례화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는 한편,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서 
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가기 
로 했다.

(한국기독공보 8. 30)

한 • 중 • 일 선교협, 21세기 선교전 

략 모색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최근 한 • 중 - 

일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3개국 
선교협의회를 구성, 21세기 세계선교 
를 적극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감리교본부 대표단은 지난 7월 
중국과 일본을 방문, 중국과 일본의 
교계지도자들과 이같은 원칙을 합의 
하고 빠른 시일 내 3개국 선교협의회 
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대표단은 중 
국 교회의 공식 초청으로 상하이(上

안승운 목사의 부인 이연순씨와 아들 상엽군이 
안 목사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안타까와하고 있다.

海)시 중국기독교협회 본부와 산둥 
(山東)성 지난(濟南)시 산등성기독교 
협회 본부, 칭다오(靑島)시 칭다오기 
독교협회 대표자들과 연쇄접촉을 갖 
고 양국 교회의 선교협력 방안을 심 
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양국 교회 대 
표단이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방문키 
로 합의했다.

(주일신문 9. 14)

납북 안승운 목사 송환기도회

북한 공작원에 의해 지난 ’95년 7월 9 

일 중국 엔지시에서 납북된 안승운

목사의 빠른 송환을 위한 특별기도 
회가9월 3일 여의도순복옴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지난 
7월 28일 중국이 안 목사 납치사건의 
주범인 이경춘을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고둥 
판무관실에 안 목사의 조기송환을 
공식 제기했고，안 목사를 파송한 여 
의도순복음교회는 정부 측과 공조하 
여 전 성도들이 중보기도회를 마련 
하는 등 대책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주일신문 9. 14)

홍콩 종교지도자들，기독교 특혜에 

불만 고조

홍콩 침례신학교 교수인 궈춘화(郭 
春華) 목사에 따르면, 홍콩의 비기독 
교 종교지도자들은 중국 반환과 함 
께 더 이상 홍콩이 기독교에 베푸는 
특혜도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궈 교수는, 최근 개최된 각 종교 기념 
행사에서 전해진 메시지들이 모두 
홍콩 식민통치를 비난하고 개신교와 
로마카톨릭 교회들이 식민통치에서 
받았던 특혜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개신교와 로마카톨릭 
교회와 기관들은 홍콩 전체 종교기 
관의 8%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 
의 약 m 와 사회봉사기관의 m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크리스찬신문 9. 15)

정지군사 의교

부처 통폐합 행정개혁

중국 지도부는 행정을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원 
산하기관의 통폐합과 일부 생산관련 
부처를 국영기업화 하는 등 행정개 
혁안을 마련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 
이나모닝포스트지가 보도했다. 국무 
원의 행정구조 조정은 덩샤오핑(部 
小平)이 지난 80년대 초 단행한 행정 
개혁 이후 최대 규모로 전자공업부, 

기 계공업부, 화학공업부，석탄공업부 
둥 생산과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부 
처들을 국영기업으로 전환, 정부는 
행정과 정책 수립에만 전념하고 기

^  (썅理什麽式樣•? I Nin ff sh6nme shly^ng? (닌 리 션머 스양?} 어떤 스타일로 이발 하시겠습니까?



업활동은 해당 국영기업에 맡기는 
정경분리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 
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겸 당총 
서기는 차기총리로 내정된 주릉지 
(朱溶基) 부총리에게 행정개혁과 함 
께 정부의 관료주의 철폐를 주요과 
제로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8. 25)

자칭린 베이징 시장, 시 당서기에 지 

명

자칭린(賈慶林) 베이징 시장이 중국 
의 반(反)부패 사정을 주도했던 웨이 
젠싱(尉健行)의 뒤를 이어 베이징시 
공산당 서기에 지명됐다고 관영 신 
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공 
산당 중앙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따 
라 자칭린이베이징시공산당 서기직 
에 취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8. 26)

중국 공산당, 대만 국민당 대회 축하 

전문

중국 공산당은 8월 25일 제15차 전국 
대표대회를 개최한 대만 국민당에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왔다고 국민당 차이 비황 
(蔡璧煌) 대변인이 밝혔다. 전문은 
국민당이 “하나의 중국” 이라는 원칙 
아래 양안(兩岸)간의 적대관계를 끝 
낼 회담을 개최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은 대만의 독립 노력과 대만측이 주 
장하고 있 는 「하나의 중국，하나의 
대만」이 나 「두 개의 중국」 입장에 
는 반대한다는 뜻도 전문에 명시했 
다.

(동아일보 8. 27)

15전대 4대 금기사항 결정

중국 공산당은 12일 개막되는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천안문 사태를 거 
론하지 않기로 하는 등 4대 금기사항 
을 결정했다고 홍콩의 빈과일보(藉 
果曰報)가 보도했다. 베이징 소식통 
을 인용, 당은 9일 폐막된 제14기 중 
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 
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하고, 15전 
대의 4대 금기사항은 ▲천안문 사태 
거론 ▲당내 파벌조장 ▲홍콩 내부 
행정 ▲대만에 대한 분노 표출 등이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회의.

다.

중앙위원 182명, 후보위원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쩌민 총서기 주재 
로 열린 이번 회의는 극우목，파오동 
등 2명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부서기 
룰 중앙위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시키고 지난95년 부패혐의로 정 
치국원과 베이징시위 서기 자리에서 
물러난 후 그동안 조사를 받아온 천 
시통(陳希同)에 대한 출당 결정을 통 
과시 켰다.

(조선일보 9. 10)

스리랑카 타밀반군 중국 선박 공격

스리 랑카 타밀 엘 람해 방호랑이 (LTT 

E) 반군들이 9일 북동부 풀모다이항 
근처에서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파나 
마 선적 홍콩 소재 중국해운사 
(COSCO) 소유인 3만4천톤 급 대형 
화물선 코디 엘리티호를 공격, 민간인 
노동자5명과 선박 경비를 위해 승선 
한 해군 병사 3명이 숨졌다. 확인된 
사망자 이외에 정부군 병사 7명이 실 
종됐고 민간인 노동자22명과 정부군 
4명이 부상했다고 관리들은 덧붙였 
다. 정부군 관리는 해군함이 반군 선 
박과전투를벌여4척을 침몰시키고 
반군 25명을 사살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 10)

『자오쯔양 복권』요구, 무기명 서 

신 베이징 유포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베이징(北京)에는 89년 천안 
문(天安門)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 전 당총서 
기의 연금해제와 복권을 주장하는 
서신이 나돌고 있다고 홍콩의 성도 
일보(星島曰報)가 보도했다. 무기명 
으로 된 이 서신은 “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지 이미 8년이나 지났고 자오 
쯔양의 가택 연금도 오래됐으므로 
아직까지 그의 당원직과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 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동아일보 9. 11)

클린턴, 둥젠화 만나 홍콩 민주화 

강조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5일간 
일정으로 처음 미국을 공식방문하고 
있는 둥젠화(董建華) 홍콩 초대 행 정 
장관이 12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을 
만났다. 클린턴은 그에게 민주주의를 
고수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홍콩 반 
환후 드러난 정치개혁의 일부 후퇴 
사례에 대해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홍콩에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계속 보호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직선의원수 축소 
법안 등 입법회선거와 관련한 국민 
참여 억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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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홍콩 
의 민주화를 촉구했다.

(조선일보 9 .13)

중 공산당 반부패 早쟁，5년 간 12만 

명 축출

지난 5년간 반부패 투쟁을 벌여온 중 
국 공산당은 수십만 명의 당간부들 
을 뇌물수수나 호화판 연회개최 등 
의 혐의로 조사, 12만5천여 명의 당적 
을 박탈했다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보고서가 밝혔다. 아울러 이 보고서 
는 중국 사회의 부패는 당조직의 상 
층부에까지 뻗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 9. 24)

미하원，중국 대상 라디오방송 기금 

증액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29일 중국 
에 관한 일괄 법안의 일환으로 중국 
에 대한 미 정부 지원하의 •라디오 프 
리 아시아(Radio Free Asia)’라는 라 
디오 방송 기금을 현재의 연간 3천 
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증액하기 
로 하고, 중국의 인권위반 사례에 대 
한 중국 주재 미국외교관에 대한 감 
시를 개선할 것을 결의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지난 96년 봄 아시아 
의 독재국가들에서 민주주의를 증진 
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베트남, 중 
국 및 북한 등이 이 방송의 주요 목표 
대상국들에 포함된다.

(동아일보 10. 1)

미 하원，인권탄압 중국 관리 비자거 

부 결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인권탄압 
을 자행한 중국 관리들과 중국 정부 
의 지원을 받는 종교단체의 지도자 
들에 대한 비자를 거부할 것을 결의 
했다. 또 빌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대 
만에 최신 대미사일 방어체제를 공 
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이 위원회의 비자거부 결 
의와 관련,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 
자발급을 거부하는 중국의 보복조치 
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 이에 반대했 
다.

(조선일보 10. 1)

중국，2020년 곡물 수요량 6억 9천7 
백만 론
중국은 오는 2020년에 곡물 수요가 6 

억9천7백만 톤에 달할 것이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간산업과 농업 
연구, 토지와 수자원 개발 분야에 대 
한 투자를 증대해야만 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22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M F )과의 연례 합동 
회의 개막에 앞서 연구보고서를 발 
표. 세 계 최 대 12억 인구의 중국은 제 
때에 이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 수요 
량의 90%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 
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나머 
지 10%를 수입하는 경우 항만 시설 
과 비포장 수송 수단에 대폭적인 투 
자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현재의 
구식 수단으로 곡물을 수입하게되 면 
큰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8. 25)

홍콩 증시 중국기업주가 폭락

홍콩 증권시장에서 중국 관련기업들 
의 주가가 2일 일제히 폭락했다. 일 
명 레드칩이라 불리는 중국 관련 기 
업주식은 홍콩 주권반환을 전후해 
폭발적으로 주가가 치솟았는데, 이는 
중국측이 각종 유형 무형의 자산을 
홍콩 자회사에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들 중국 관련기업을 지원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레드칩이 너 
무 비정상적으로 올라 이제 그 거품 
이 걷힌데다가, 동남아 증시폭락의 
영향과 9월 중 미국과 홍콩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면서 레 
드칩 투자가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는 바람에 이같은 폭락현상이 
빚어졌다고 홍콩 증시 전문가들은 말 
하고 있다.

(동아일보 9. 3)

신기슬산업개발 시범지구 적극 육성

중국은 베이징 중관촌(中關村)구에 
조성한 첫 신기술산업육성시범지구 
를 3~5년 안에 국제적인 첨단기술 
개발의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 
국은 성장우선 방식의 지양과 기술

혁신, 산업 다변화, 해외시장 확대 등 
을 통해 시범지구의 역할을 강화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시범지구에는 중국 굴지의 컴퓨터 
및 정보기술 관련회사인 레전드사와 
스톤 & 파운더사 등을 비롯해 모두 
4,506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시범지 
구는 96년에 130억 원(元) 상당의 생 
산고와 2억 6천7백만 달러의 수출고 
를 올렸으며 오는 2000년에는 3백50 

억 원의 생산고와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일보 9. 8)

국유기업 99% 사유화

중국 정부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유기업의 99%롤 사유화하고 국가 
기간산업이나 안보에 관련된 8백〜 1 

천 개 국유기업만 보유할 계획이라 
고 홍콩 빈과일보가 정부 소식통들

■ 을 인용. 보도했다. 특히 쓰촨성의 경 
우 지금까지 3,700개의 중 대규모 기 
업들이 사유화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5천 개 국유기업이 주가로 사유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9. 9)

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국유기업 노동자들. 
국유기업의 개혁은 중국 경제발전의 하나의 관건이다.

小姐, 您是要做頭髮,3 是要剪頭髮? I Xiaojie, nin shi yao zu6 t6ufa, haishi y^o jian toufa?
(사오지에, 닌 스 야오 우어 터우파, 하이스 야오 지엔 터우파?) 아가씨, 머리를 하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r중국, 15년내 최대 경제대국 부상j 

IMF 보고서

중국은 현재의 고도경제성장을 유지 
할 경우 앞으로 10년 후 미국이나 유 
럽연합(EU)의 경제규모에 필적하고 
15년 내에 서구경제를 압도할 것이라 
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IMF는 21일 홍콩에서 열리는 52차 
연차총회를 앞두고 17일 발 표한「세' 

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 
히고, 중국이 인플레를 잡으면서 고 
도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15 

년 내에 세계 경제의 20%를 점유, 세 
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9. 18)

상하이, 부동산 무자 열기 한창

상하이에서 최근 들어 부동산 투자 
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사 전문업 
체인 제로사가 최근 실시한 조사결 
과에 따르면 상하이 전체 인구의 
1.6%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어 있 
다. 전문가들은 상하이 시민들의 경 
재력 성장이 이 도시에서의 최근 부 
동산 시장 회복의 주요한 원인이라 
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상하이시 거 
주 인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었다. 많은 상하이 거주자들 
은 낮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 이를 임 
대해 수입을 얻고 있다. 특히 푸둥(浦 
東) 신지구에서 아파트 매매가 활발 
히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당국 
도 은행 담보대출을 알선하는등 부 
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 
극 도입하고 있다.

(한국일보 9. 23)

외국기업 설비도입 면세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한 주룽지 부총리는 22일 
‘홍콩금융세미나’ 강연에서 외국기업 
의 설비수입에 대해 면세조치를 부 
활할 뜻을 밝혔다. 이같은 외국인 투 
자 우대정책은 최근 중국이 강력히 
추진 중인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 
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 
부총리는 그러나 실시시기에 대해서 
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라고만 밝 
혔다.

선전, 연봉제 전면 시행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가 전국에 
서 처음으로 국유기업 경영자에 대 
해 연봉제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또 
국유기업 직원 및 근로자들의 주식 
소유 시험에도 착수했다. 이러한 규 
정은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이 9월 12 

일 중국공산당 15전대 개막식 보고에 
서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 주식회사 
제 전면도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이후 처음으로 제정，시행되는 것이 
어서 앞으로 다른 성(省), 시에도 확 
산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신문 10. 2)

홍콩•중국 ‘태지전쟁’

최근 홍콩의 돼지고기 시장을 둘러 
싼 홍콩과 본토간 ‘돼지전쟁’이 가열 
되고 있다. 홍콩에서 소비되는 돼지 
고기 물량의 90% 정도가 중국 본토 
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본토의 중국 
대외무역 산하 능풍홍사가 중국산 
돼지를 독점 공습, 가격을 조작할 가 
능성이 커지자 홍콩 정부가 지난 해 
부터 “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 

며 발벗고 나섰기 때문. 이에 따라 본 
토에서도 중국 접경 홍콩 지역에 대 
규모 도살장 건설을 추진，돼지고기 
가격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국민일보 10. 2)

(매일경제신문 9. 24)

사회

중국 자전거 도둑 급증

중국 공안당국 관계자는 최근 새 법 
규를 마련,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도 
둑을 퇴치하고 불황을 겪고 있는 자 
전거 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 
고 밝혔다. 전국에 등록된 자전거는 
모두 4억 5천만 대이며 등록되지 않 
은 것까지 합할 경우 12억 인구의 절 
반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추산되고 있다. 도난 자전거 수가 
중가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자 
전거를 더 선호하게 되고，이는 새 자 
전거의 판매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자 
전거 업계의 불황을 야기한 한 원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일보 9. 2)

쓰환성 노동자 시위

쓰촨(四川)성. 두장엔에서 9월 2일 1 

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가 
두시위를 벌이며 진압경찰과 충돌했 
다고 인권단체인「휴먼타이츠 차이 
나」가 밝혔다. 두장엔시 당국이 약 
속한 고충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분노한 노 
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에 
나섰다고 했다.

(중앙일보 9. 3)

중국 소녀 “오장육부가 뒤집혀”

중국 동부 도시 김안에서 신체의 주 
요장기가거꾸로 달린 여아가발견 
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들 
이 부모에 의해 유기된 이 여아를 병 
원에서 초음파진단기로 조사한 결과,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심장과 지라 
는 오른쪽에 붙어 있으며 간과 쓸개, 

췌장은 왼쪽에 붙어 있는 사실이 밝 
혀졌다는 것. 간혹 장기의 위치가 잘 
못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여아처 
럼 중요한 장기 5개가 모조리 뒤바꿔 
진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9. 9)

상하이 대형슈퍼 좀도둑 극성

중국 상하이의 푸둥개발구에 있는 
로터스 슈퍼마켓은 면적이 1만5천m' 

로 상당히 넓고 물건값이 싸，하루 20 

만명이 북적대는 혼잡을 틈타 절도 
범으로 변하는 손님이 많다. 어느날 
상점에선 6백여 마리의 통닭이 팔려 
나갔으나 금고에 들어온 돈은 고작 2 

백마리 분에 불과했다. ‘범인들’은 사 
라진 수백 마리의 통닭을 화장실에 
서 먹어 치웠다. 일부 고객은 신고 온 
신발을 벗어놓고 몰래 새 신발을 신 
고 나간다. 화련이라는 슈퍼마켓에서 
99원(약 9천9백원)짜리 물건을 훔쳤 
다가 재판에 회부돼 1년 간의 노동개 
조형이 선고된 고객도 있다.

「베이징청년보Wb京靑年報)」는 
상가의 물품 도난을이 1~3%에 이르 
며 범인의 절반은 학생이라고 보도 - 

했다. 지난해 말, 물품도난을 우려한 
상하이의 한 슈퍼마켓이 “중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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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둥 신지구. 최근 이 지역에 아파트 매매가 활발히 이뭐지고 있다.

가방을 갖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팻 
말을 내세웠다가 시민들의 반발에 
굴복, 사과한 사건도 있었다. 

(조선일보 9. 11)

중국 방문 홍콩 남성 3분의1 매춘부 

와 성관계
홍콩 에이즈자문기구가 중국방문을 
마치고 입국하는 홍콩 남성 1천2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3%가 
지난 6개월 동안 본토에서 매춘부들 
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 
했다. 이들 중 3분의2는 자신이 에이 
즈에 반드시 걸리거나 걸릴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 
는데 이들은 20~30대로 고졸미만이 
대부분이다.

(조선일보 9. 12)

상하이시，입시부담 덜어주기 위해 

고심  '

상하이시는 대학입시 경쟁 둥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3천여 개 
의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 
리학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80년 
대부터 상하이에서는 학생들의 자살 
이 계속 증가하면서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도 점차 낮 
아지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입시경 
쟁과 현대생활의 복잡성 때문인 것 
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조선일보 9. 13)

13세 이하 어린이들 ‘노예노동’
미국의 인권단체인「글로벌 익스체 
인지」는 중국 주강(珠江)삼각주에 
있는 대형 신발 하청공장 4곳의 노동 
환경을 조사한 결과, 13세 이하 어린 
이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임금 
을 담보로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받 
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 
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복, 나이키 하 
청공장들은 어린이들에게 작업 중 
대화를 하면 1달러 20센트〜3달러 60 

센트의 벌금을 물리는데 아이들 급 
여는 이보다 낮은 시간당 10센트에 
불과하다. 또 하루 8시 간 노동 외 평 
균 2~8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강요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가능한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 
고 있으며 주당 44시간 노동을 하도 
록 되어 있다.

(국민일보 9. 22)

신발공장 화재, 32명 사망

푸젠(福建)성 소재 진장(晉江)시에 
위치한 홍콩 투자 신발 공장의 기숙 
사에서 21일 불이나 32명이 죽고 4명 
이 다쳤다고 홍콩의 중국신문사 
(CNS)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혀명 
은 구조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9. 23)

중국인 부호 컬럼비아대에 237억원 

기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거부 
푸Z.Y씨(78)가 미 동부 명문 컬럼비 
아대에 2천6백만 달러(한화 약 237억 
9천만 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푸 
씨는 성명을 통해 컬럼비아대와 중 
국 학자들과의 오랜 협력관계에 경 
의를 표하고, 이 대학이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서 
계속 건실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서 이 기부금을 낸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 출생인 푸씨는 중국과 일본 
에 서 교육을 받은후 1951년 도쿄에 서 
‘산샤오무역공사’를 설립한 후 무역 
과 증권, 기타 사업 둥을 통해 엄 청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난 80년대 후반에 다시 미국으로 건

너온 그는 수년 전 컬럼비아대에 재 
학중인 중국인 학생들을 위해 5백만 
달러의 장학금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일보 10. 2)

한중판개

중 투자, “상담 땐 모든 내용 서면으 

로 남겨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6일 개최한 중 
국투자간담회에서 배포한「중국 투 
자시 유의 사항 44가지」라는 자료는， 
중국과 협의시 모든 내용을 서면으 
로 기록하고 쌍방이 서명하지 않으 
면 홋날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고, 또 
시장경제경험이 부족한 중국기업과 
합작시 의 견충돌이 잦으면 4〜5년 간 
독자기업을 운영한 뒤 합작하라고 
권하고 있다. 방언을 구사할 줄 cV는 
현지책임자를 관리인으로 채용하는 
게 낫다는 충고도 있다. 방언이 근로 
자의 사기뿐만 아니라 생산능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기숙 
사를 반드시 갖출 것 ▲계약시 추상 
적인 용어는 최소화하고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담을 것 ▲하급기관을 무 
시하지 말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동아일보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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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Lf은행, 중국에 합작은행 설립

하나은행은 충국의 국제금융공사 
(IFC) 산동국제신탁투자공사 (SITIC) 
등과 합작으로 산등성 칭다오시에 
합작은행을 설립키로 하 고 28일 오전 
산등성 지난(濟南)시 치루호텔에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하나은행 
은 “ 합작은행의 총수권자본금은 3천 
8백만 달러로 하나은행이 지분의 
50%를 소유, 경영을 맡게 된다” 고 밝 
혔다.
(동아일보 8. 28)

중국과의 무역서 든 떼이는 기업 중 

가

12억 인구의 내수시장과 값싼 제품에 
매료돼 중국사업에 뛰어든 우리 업 
체들의 피해가 한 • 중수교 5주년이 
되도록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 
국 기업과의 거래에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생기는 데다 신용이 불 
량한 중국기업들이 적지 않아 특히 
현지 사정에 어두운 중소기업들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한 
국수출보험공사의 올 상반기 대중 
(對中)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1조 9백 
74억 원으로 94년 한해 인수실적 1조 
3백억 원보다 많았다. 그만큼 위험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가돈 
을 떼이는 바람에 공사가 보상해준 
액수도 95년엔 15억 원에서 올 상반 
기 7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동아일보 8. 29)

중국과의 무역에서 돈 떼이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어과 49명 전원 유학

전남전문대학 중국어과 1학년생 49 
명 전원이 이번 2학기 학점을 중국 
텐진사범대학에서 받는다. 중국어과 
문남규 교수의 인솔 아래 지난 여름 
방학 때부터 덴진사범대학 유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학생 
들은 오는 12월 4일까지 중국어 회화, 
문법, 작문 등의 강의와 생활연수룰 
받고 있다. 전남전문대는 텐진사대와 
의 협약에 따라 중국 대학에서 취득 

한 20학점을 인정해 주고 수업료도 
전액 학교측에서 부담해 줘 학생들 
은 기숙사비 월 10만 원만으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전남전문대는 지 
난 92년 베이징 수도사범대학과 텐진 
사범대학，다렌 랴오닝사범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수 교환은 물론 
동 • 하계 방학을 이용, 교수와 학생 
들의 전공 및 어학, 생활연수를 실시 
해 오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단기 
유학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9. 8)

취업사기범 

구속

인천지검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미 
끼로 중국 조선족 동포 2백여 명으로 
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첸 민병철 
씨 (39)를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민씨는 지난 
95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중국 다 
렌(大連)에 ‘민기유한복장공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한국에 산업연 
수생으로 보내주겠다며 1명 당 인민 
폐 3만 원(한화 3백만 원)씩 2백 명의 
조선족으로부터 모두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번 사기사건은 조 
선족 동포상대 취업사기극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9. 12)

밀입국 증국 조선족 49명 검거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남촌마 
을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 조선 
족 56명 중 권태근씨(28) 등 49명이
13일 검거됐다. 군 • 경은 또한 지난
7일 중국어선을 타고 다렌항을 출발 
한 87명이 12일 오후 성내리 남촌마 
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한국어선

에 옮겨탔으며, 이중 56명이 이 마을 
에 내린 사실을 밝혀내고 아직 붙잡 
히 지 않은 나머지 7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 또 밀입국 비용을 지불하지 못 
해 어선에서 내리지 못한 31명이 더 
있다는 밀입국 조선족들의 말에 따 
라 이 어선을 찾고 있다.
(조선일보 9. 13)

서울'•엔지  직항로 개설 추진

중국 엔지(延吉)와 서울을 잇는 직항 
로 개설 둥을 다루기 위한 한 • 중 항 
공협상이 내달 14, 15일 양일간 서울 
에서 개최된다. 건설교통부와 항공업 
계에 따르면 이번 한 •중  항공협상 
에서는 서울〜엔지 간 직항로 개설 
문제 외에 제주~베이징 노선，대구 

~청 도  노선 등 지방공항을 출발하 
는 중국 노선 개설방안 등 양국간의 
항공현안이 집중적으로 협의될 것으 
로 예상된다.
■ 서울~엔지  직항로 개설에 관한 합 

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들 노선의 항공수 
요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항공업 계는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수 
년 사이 여름철 관광명소로 급부상 
해 온 백두산 관광이 크게 늘어날것 
으로 여행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일보 9. 23)

한기총，탈북자 난민지위 인정 호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중국 당국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국경관리 방해죄’와 관련, 22일 성 명 
을 내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유엔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 지위 
를 인정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탈북 
을 돕는 자에 대한 유화적 법 적용, 
탈북자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 
극 개입 등을 촉구하면서 한국 교회 
가 탈북자 1만 가정을 결연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국경관리 방해죄’는 
밀출입국 조직이나 운송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크리스챤신문 9. 29)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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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콩을  알자향종 한e}

하 한국®I린이전도«의

m oj 자
홍콩훈련원 역 

373쪽 _ 8,500원 • 한국어린이전도협회

“1997년 홍콩” 이 과연 역사의 마감이 될 
까，도약의 시 기 가 될까 각계마다 의 견이 
분분하다.

홍콩은 비록 서울 남짓한 크기의 땅이 
지만, 하루 외환 거래 량이 세 계 제6위 일 
뿐만 아니라, 국제 콘테이 너 항구의 출입 

량또한 싱 가폴에 이어 세 계 2위 의 위 치를 
차지해 왔다.

따라서 이 책은 홍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러 한 흥콩을 잘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의 내용을살펴보면 제1부는 홍콩 
역사와문화 개괄의 일반적인 면과 정치 
적인 면에서 접근을 시도했다.

제2부는 기독교 역사적인 면에서 접근 
을 시도, 제3부는 주권이양 후 홍콩 교회 
의 향방과 한국 교회 의 역 할을 다루었으 
며, 제4부는중국 입장에서의 “1997년 홍 
콩” 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 정구 
기본법”과 부속문서를 실었다.

부록으로 중국을 사역 지, 또는 연구 대 
상지로 정하고 준비 하는 학도들을 위 하 
여 종교 및 정치사 연대표와 중국 관계 
참고도서 목록을 함께 실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홍콩이 대륙선교를 위한 계속 
적인 교두보 역할로서의 요충지임을 실 
감하게 될 것이다.

段 efca嗎? I  Chuifeng ma? (취핑 마?) 드라이

뭬  이아기

스터링 시그레이브 저 • 원경주 역 
445쪽 ■ 8,500원 • 프리미엄북스

“ 이 제국은 국경도 없고 정부가 존재치 
않으며 국기 도 없다. 의도적 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대한 복합기업 제국이 
다.”

「보이지않는 제국, 화교」라는부제 
가 달린 이 책은, 개혁개방을표방한지 
수년만에 이미 제3의 경제대국이 된 중 
국이，2천년대 세계경 제의 중심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파헤치고 있다. 
화교는 중국땅에서 살지 않으면서도 중 
국인의 감성과 민족성을 그대로 유지하 
며, 여러 조직 체로중국국민들에 게 인맥 
과 경제적인 수단을 제공하였기에 중국 
의 경 제 성 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 하 
고 있다.

이 책은중국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 이는 화교들의 역 사를 밝히 고，화교 
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있다. 게다 
가 자신들을 배척하는 이국땅에서의 다 
국적 생존능력과 돈을 벌어들이 기까지 
의 신속한 대응원칙들을 살피고 있다..

억 만장자로 간주되 는 막강한 화교 경 
제 세력들은,주로동남아지역에서 지지 
기 반을 다지 고 있었 지 만 점 차 전 세 계 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기에 저자 
는, 일본의 경제적인 공세에 휩쓸렸던 
서 양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경제적 위협 
보다 이 화교들을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p 으 ! 으 ■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GMF) 편저, 출판 
94쪽 _ 3,500원

한국의 선교사가 5,000명 을 넘 고 있고, 
국내에서 선교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 
나고 있는상황에서 선교학에 대한관심 
이 점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이 책은 선교의 
올바른 방향 전개를위해서 ‘현대 선교학 
의 정립과정과그전망’(이태웅박사)을 
살펴보고 '학문으로서의 선교학’(문상 
철 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 선교 
행 정 가들은 21 세기를 앞두고, 한국교회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전 
체와의 조화를 이뤄 세계선교학을 형성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 
다. … 이제는 더 이상 01무  생각없이 
서구의 선교학이 나 선교 전략 등을 무조 
건 수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서 
구의 것을 계속적으로 배워야겠지만 우 
리의 상황에 맞게,주체성을가지고평가 
해서 나온 것들을수용할 때 가장 한국적 
이면서도 세계적인 선교의 방향성을 유 
지하게 될 것이다.” _현대 선교학의 정 
립과정과 그 전망(이태웅 박사)-

특별히 금년 5월 캐나다에서 개최되 
었던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제10차총회 
에 참석한 필자들이, 현 선교학 공부 방 
향에 대한 동향과 캐나다에서 열린 본 
총회에 대한 소감을 대담 형식의 글로 
실었다.



GMTC 17기 신2 사 혼E A<? 모S
한국해외선교회 한국선교훈련원(GMTC) 타문화권 선 

교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학문적 이해를 돕고자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기간: 98년 8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마 감 98년 5월 말 •
모집대상: 장기 선교헌신자, 선교행정가,

교회 선교부 담당자 
자세한 문의는 한국선교훈련원으로 
TEL 02) 64&-3197. FAX 02) 647-7675

PWM ’98 TARGET

해외협력선교회에서는 TARGET이란 단기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장, 단기 선교사를 발굴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경험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중보기도 강 

의，현장실습을 통한 문화 적응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훈련기간: 1998년 1월 5일부터 17일까지 

훈련일정: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 2희 월, 토)

훈련대상: 선교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비용: 3만 원(국내)

모집마감 11월 10일 

훈련인원: 20명

자세한 문의는 해외협력선교회로 
TEL 02) 56&-3431, FAX 02) 564-8462

FIM 소속 신교사 모S
FIM 국제선교회에서는 장기, 단기 선교사를 모집한다. 

단기 선교사는 파송받은 후 영국에서 6개월 훈련과 2 

년 간 사역하며, 장기 선교사는 파송받은 후 4년 이상 

사역하게 된다.

선발 일정

1차 서류 접수: 1998년 2월 7일(토)까지 
2차 필기 시험: 1998년 2월 7일(토) 오전 10시 

시험과목생경, 영어, 선교일밴)|ᅵ 대한 논술 및 

적성검사
3차 면접: 1998년 2월 9일(월)오전 9人I 

자세한 문의는 RM 중국선교부로 

TEL 02) 835-5256 FAX. 02) 841-6783

FIM 신교학;2
FIM 국제선교회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를 위해 이슬람 선교학교를 개최한다.

일시: 1997년 12월 15일〜17일 (2 빅3일)

장소: 은석교회(보a N  공원 정문)

자세한 문의는 円M 한국 본부로 

TEL 02) 847-5989 FAX. 02) 841-6783

FIM ’98 거울 UI2  트립

FIM 국제선교회에서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단기 선교 
여행을 마련한다.

일사 1998년 1월 6일〜24일 

지역: A팀- 영국, 이집트，이스라엘, 터키, 불가리아 
B팀- 영국, 이집트，모로코 

비용: 180만 원

자세한 문의는 nM 중국선교부로 
TEL 02) 835-5256 FAX 02) 841-6783

不, 請通給我一面親子. / K i, qTng digei wO yi油 n jlngzi. (뿌, 띠게이 워 이미엔 징즈아님니다. 거울 종 주세요_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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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i 그으I 소 .̂이 .A는 본으료 중국•가를 구 떼 와  더5i 
幸습니다.
사•타내?: .W 금냐국. 쓰냔iLxi!도사며 ?국叫人1겨 
^  明  • 지년 대내신 技  재7진 ° i  사우̂ i  ¥ 
g r i： 중국叫운人!!그i i  • itt® . ■보사
S  032)872-0742  i f :  01& -8483-6807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시지 않으렵 
니까?
문헌정보자료정리 및 중국선교연구에 관심과 은사가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연구부에 대한 모든 문의는 권수영 간사에게 
전자무편: 하이텔, 천리안 id ： sinjm 

인터넷 메일 sinim @hitel.kol.co.kr 
S  02)533-5497 팩스: 02)599-2786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살다가 한글을 잊어버 려 우리 
말을 잘 못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들의 자녀 가 그들처 럼 되 어 가고 있습니 
다.
우리 는 그’ 심 각성 을 자각하고 이 곳 동북아시 아지 
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주말 한글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 
나 사명 감을 가지 고 이 들을 가르칠 초등학교 선 생 
님이 부족하여，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교사자 
격증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교육과목: 성경, 국어, 사회(국사)
특별활동: 탁구, 수영, 작문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오후 4시 
S  02 )533 -5497  (석은혜 간사)

동북아시아 지역에 386，486급 중고 컴퓨 

터가 50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의 소학생*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86, 486중 자판기와 본체가 필요합니다 

(모니터는 부피가 크므로).

연락처
S  02)592-0132, 533-5497(석은혜 간사)

^  O l  유치헌0«人1 19 9 8 ^ £
人 £ 집항니다.
모집부분: 정교사 3명, 행정부분 1명, 음악<피아노), 

미술교사1명 (단기로6개월도가능합니다.) 
문의: 중국사랑 선교회, 강우찬 간사 
S  02) 3664-1354

단기선교사를 찾습니다.
사 역 게  m 이상(봉인이 환하는 기7之 동0츠) 
사먹지: 둥눅 아시아
사역내용: 피아노 [U사, 환에 전문가, 유치환 
m사, i 등4tra  ;a시■(경역0i 는 비전공자도 가 
능)
문으<: 두 언 :노  W ^ -d iD ti 
S  02) 793-7769(직 통 ) ,

796-t300(iH*d202) 액 스 : 749-5+98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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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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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q: 합If■정 성2형작익, m  
S  02) 556-7T14

가나^식품유할공사  기숙 i ■역자 청 UJ
가나안식품유한공人K제과점)에서는 한국인 가운 
데 중국에서 일할 신실한기술 동역자를 찾습니 다.
1. 대상: 제과기술이 있는신실한주  안에서의 동역 
자
2. 조건: 원칙적으로 모든 여비 및 비용은 스스로 
부담

단, 곤란한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약간의 
혜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① 여비보조: 왕복 여비
② 숙소 및 식사 준비
③ 현지에서 사용할 용돈

기타 비용(생활비, 보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호ᅡ 연락바람
3. 제공: 주변 답사 및 오리엔테이션A  B사업 기회, 
대륙 진출의 교두보 및 능력발휘의 기회
4. 청빙기간: 장기- 4개월〜1년 이상

단기-최소 2주〜4개월 
5 문의: 02)533-5497 석은혜 간사

당신의 달란트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인예배에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부문 : 찬양 , 을동, 통역 

장 소 :지)건서을교회(동대문위치)

S  763-3679 

담 당:이태인 전도사

신G T tS /G W M V iiM  대 画

•tlC & U C h

본부 간사들의 일손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라도 GWM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컴 
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이면 더욱 좋지만 특별히 
달란트가 없는 분이어도 좋습니다. 미 리 연락을 주 
시고, 오셔서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릴 
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S 02)420-1450

도서를 기중1??습■시다.

이 미 읽 으셨거 나 방치 해 놓은 책 들이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보내주신 책들은 중국 D시의 ‘한국 문 
화원’ 도서실에 보관되어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들과한국에 관심이 있는 중국시민에게 제공 
될 것입니다.
수집 종류
각종 사전류，문학전집，정치，경제，人卜회，역人̂  
문호ᅡ，예술, 시집，소설책 등 기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모든 도서 
연락처
S  0 2 ) 53J-5497, 592■이 32(석은혜 간사), 

571-3682 (최남영 집사)

現在ᄉ多, 請f肖等一金儿o/ X治nz회 ren duo, qTng shao deng yihuTr.
(시엔자이 런 뚜어，칭 샤오 덩 이휠.) 지금은 Af람이 많으니, 좀

yinuir.
f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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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정확한 영도와 당 14기 

5중전회 및 6중전회 정신의 격려하에서 전국의 모든 

민족과 인민의 공통된 노력을 거쳐 사회주의 물질문 

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의 조화있는 발전을 이룩하 

였고, ‘9 • 5계획’ 첫해의 목표를 실현하였다. 국민경 

제 성장이 적절하게 빠른 속도를 유지하였고, 통화팽 

창의 억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 

한 사회의 공급과 수요가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하여 

시장공급이 충분하였으며，국제수지 상황이 양호하 

였고 재정금융의 형세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국민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각종 사회 

사업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면 국내 생산총액은6조 7,795억 원(元)으로 전년 

대비 9.7%가 중가하였다. 1인당 국내생산총액은 

5,569원이었고 사회전체의 노동생산율은 9,902원으 

로 물가요인을 감안한다면 전년대비 각각 8.6%와 

8.3%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구조에 있어서의 불 

합리함과 일부 기업의 생산과 경영곤란 등의 문제점 

들이 여전히 두드러졌다.

농업

농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투입을 증가시키고 농업과 

학기술 보급과 응용기술이 향상되 었으며, 기후가 적 

합하였기 때문에 식량생산에 역사적인 신기록을 창 

조하였다. 설탕작물, 담배, 야채, 과일, 차 둥 농산물도

지속적인 증산을 이룩하였다. 시장물가 둥의 요인으 

로 면화, 식용유，작물, 마(麻)류의 재배 면적은 감소 

되고 생산량이 하락하였다.

공 ^ 21 건 축 업

공업생산액은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연간 공업생 

산 증가액은 인민폐 22조 8,5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7% 중가하였다. 그 중 국유공업이 6.4% 증가하였 

고 집체공업이 17.4% 증가하였으며，중외합자，합작 

및 외자기업을 위주로 하는 기타 경제유형의 공업은 

13.1%가 증가하였다. 대중형 공업은 7.9%가 증가하 

였다. 경공업과 중공업 성장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 

준을 보였다.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기업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기업의 자산부채율 구조는 다소 개선되었고 자 

본의 부가가치를 실현하였다. 공업기업의 자산부채 

율은 65.2%였고, 그 중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은 

65.6%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하락하였다. 자본의 부 

가가치율은 119.6%였고, 그 중 국유기업이 118.8%였 

다. 공업경제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은 구조가 불합 

리하고 일부 기업의 생산경영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업에 있어서 생산과 판매의 연관성 

수준이 분기마다 향상되었지만 연간 출하율은 여전 

히 정상수준보다 1~2%  포인트 낮았다. 제품의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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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과 삼각채 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완제품의 연 
말 자금 점용율이 연초보다750여 억 원이 증가되 었으 
며, 회수해야 할 순자금이 1,200여억 원 늘었다.

기업적자가 비교적 심각하고 적자범위가 23%에 
달해, 1.7% 포인트가상승하였으며, 이윤총액 중 손실 
액이 점하는 비중이 24.8%로 6.2%  포인트가 상승하 
였는바 공업경제 운행의 질은 더욱 향상되어야 할 것 
이다.

그!정자신 투자

사회 전체의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2조 3,660억 원으 
로 전년대비 18.2%(물가요인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12.7%)가 중가하였다. 그 중 국유경제투자가 1조 
2,359억원으로 13.4%가증가하였고, 집체 경제투자가 
3,490억원으로 6.1%가 증가하였고, 기타 경제유형의 
투자가 4,481 억원으로 37.0%가 증가하였다. 기본 건 
설투자는 8,399억 원으로 13.4%가증가함으로써 전년 
대비 1.6% 포인트가 하락하였고, 부동산 건설투자는 
3,825억 원으로 21.5%가 증가함으로써 1.8%  포인트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투자 중가폭이 여전히 중 
부와 서부지역에 비해 많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1996년 12개 동부지역의 연간 투자총액은 1조 380억 
원으로 17.4%의 증가을을 보였고，9개 중부지역의 연 
간 투자총액은3,682억 원으로 16.6%의 증가율을, 9개 
서부지역의 투자총액은 2，113억 원으로 11.2%의 증가 
율을 보였^ ■

:고표운송 및 제신업

교통운송 및 체신업의 발전은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교통운수와 체신업의 신규 증가액은 
331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9.1%  증가하였다. 교통 
운송량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철도는 화물의 운송 
량이 증가한 반면，여객 운송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도로 및 항공은 화물운송과 여객운송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중가하였다. 전국 공용체신망의 용량규모와 
기술수준은 새로운 단계를 향해 매진하였다.

전국 도시와 농촌의 전화교환기 용량은 1만 864만 
문에 달하였고  ̂그 중 국용(局用) 교환기 용량은 전년 
대비 2,107만 문이 중가한9억 3,185만 문에 달했으며， 
전화의 프로그램제어화 비중은 99.49%에 달하였다.

전국적으로 신규 전화사용 가정은 1，745만 호에 달하 
였고 전체 전화사용 가정은 6,179만호에 달하였다: 전 
화보급율은 6.33%로 전년에 비해서 1.67% 포인트 증 
가하였다. 전화가 개통된 행정촌은 39.4만 개에 달하 
여 행정촌 총수의 53.49%를 점하였다. 새로운 업무가 
끊임없이 발전하였다. 이동전화의 연간 신규 사용자 
수는 322만에 달했으며, 전체 人!용자 수는 685만 호에 
달하여 전년에 비해 2배가 증가하였다. 컴퓨터 인터 
넷 사용자는 전년대비 3.7배가 증가하였다 이동전화 
통신망의 혼잡시 접선율은 40.16%에 달했으며 장거 
리 전화 자동접선율은 전년에 비해 7%가 증가한 
52.3%에 달하였다.

유等:U 八1̂ 둘가

국내 소비재 시장의 공급은 충족되었고 판매가 안정 
적으로 증가하였다. 연간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2조 
4,61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9.4%가 증가하였으 
며，물가요인을 제외하면 실질증가율은 12.5%였다. 

도시와 농촌별로 살펴보면 도시의 소비재 소매총액 
은 1조 4,921 억 원으로 전년대비 20.1%가증가하였고) 

현 및 현이하에서의 소비재 소매총액은 9,693억 원온 
로 18.3%가 증가하였으며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중 
가을은 각각 13.5%와 11.2%였다.

경제유형별로 볼 경우 국유경제의 소매액은 6,787 

억 원，집체경제는 4,687억 원, 사영경제는 791억 원, 

기타 경제는 1조 2，351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 , 

13.5%, 40.6%, 27.14%가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의 영업액은 전년에 비해 
17.4%가증가하였고, 요식업의 소매총액은 전년대비 
27.2%가증가하였다. 자유무역 시장의 거래가활발하 
였고 연간 거래액은 1조 4，69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6.8%가 증가하였다.

인플레의 억제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시장물 
가의 상승폭은 지속적 인 하락을 보였다. 연간 상품소 
매물가와 주민 소비재 물가는 각각 전년대비 6.1%와 
8.3%가 증가하여 상승폭에 있어서 각각 8.7%  포인트 
와 8.8%  포인트가 하락함으로써 물가억제 목표를 원 
만히 달성하였지만, 일부 상품 특히 서비스업종의 가 
격상승폭은 매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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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지 I
대외무역 규모가 확대되었다. 연간 수출입 총액은 
2,889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 그 중 수 
출총액은 1,511 억 달러로 1.5%가증가하였고, 수입 총 
액은 1,388억 달러로 5.1%가 증가하였다. 수출입 상품 
구조가 개선되 었고 기계전기제품의 수출비중은 전년 
의 29.5%에서 31.9%로 상승하여 중국의 수출품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수입 분야에서 국내에 부족한 원 
자재와 에너지 및 교통설비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대폭 상승 
하였다. 그 기업들의 연간 수출은 1,3기억 달러에 달 
하여 전년대비 24.8%가 증가하였고, 전국 수출입 총 
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39.1%에서 47.3%로 
상승하였다.

외자이용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연간 실제 외 
자유치액은 552억 7천만 달러에 달하여 전년대비 
14.2%가 증가하였다. 그 중 외국인 직접투자는423억 
5천만 달러로 12.2%가 증가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의 구조가 보다 개선되고 기초 시설과 기초산업，자금 
및 기술집약형 항목이 증가하였다. 대외경제기술협 
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대외적인 건설청부와 
노무합작의 신규계약액은 10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에 비해서 6.2%가 증가하였으며, 영업실행액은 77억 
달러로 16.8%가 증가하였다.

국제관광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을 거두었다. 관광, 

방문, 비지니스 등 각종 활동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화교 및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연간 입국 인원수 
는 5억 1,127만 명으로 전년대비 10.2%가 증가하였으 
며,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은 102억 달러로 그 증가율 
이 16.8%에 달하였다.

L! 육
각급 각종 교육사업이 새k 운 성과를 취득하였다. 대 
학교육 관리체제 개혁이 발전을 이룩하였고 학교배 
치도 조정되었다. 대학은 1，032개로서 전년에 비해 22 

개가 감소되었고 성인대학은 1,138개로서 18개가 감 
소되었다. 대학생 모집인수는 96.6만 명으로서 전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하였고 재학생은302만 명이었다. 

성인대학생 모집인원은 94.5만 명(통신대학 전문대 
생 8만 명 포함)으로서 전년대비 3만 2천 명 이 증가하 
였고 재학생은 265만 6천 명(통신대학 전문대생 18만

138

7천 명 포함)이었다. 석사연구생은5만9천 명을모집 
하여 전년대비 8,345만 명이 증가되었고« 재학생 수는 
16만 2천 명으로 1만 7천 명이 증가되었다.

중등 직업교육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각 
종 고급, 중등 직업학교의 재학생 수는 1,010만 명(직 
업학교 학생 192만 명 포함)으로서 고교수준 재학생 
총수 1,780만 명의 56.8%를 차지했다.

9년제 의무교육 사업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전국의 중학교 학생 수는 5,048명이고 중학교 입학율 
은 82.4%에 달함으로써 전년대비 0.3%  포인트가 증 
가되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생퇴학율은 각기 
3.5%와 1.3%에 달하였다.

희망공정은국내외 기부금 2.9억 원을 유치하여 학 
업을 중단한 29.6만 명의 어린이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원조금으로 1,560개의 희망초등학교 
를 건설하였다.

성인 중등과 초등교육이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루었 
다. 성인 중등전문학교 학생은 310만 명 이었고/공인 
기술훈련학교 연수생은 연인원 8,377만 명이었다. 연 
간 407만 명의 문맹을 제거하였다.

문2 m  우I생, 제육

문화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전국적으로 예 
술연기단체는 2,685개, 문화관은 2,864개，공용도서관 
은 2,&41개, 박물관은 1,205개, 문서국은 3,600개에 달 
하였다. 라디오 방송국은 1,238개，중단파라디오 송신 
소와 중계소는 743개，라디오 방송 청취인구의 가청 
취율은 83.7% 였다. TV  방송국은 880개，1KW  이상의 
T V  방송국과 중계방송국은 1,245개, T V  시청인구의 
가시청율은 86.1%였다. 각종 영화상•영 기관은 6.9만 
개였다. 연간 110편의 영회*  제작하였고, 장편 새영 
화 174편을 발표하였으며, 11편의 영화가 국제영화제 
에서 14개 항목의 상을 받았다. 국가급 및 성급 신문 
181억 부가 출판되었고，각종 잡지 24억 4천만 권을 
출판하였으며, 70억 8천만 권의 도서를 출판하였다.

위생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전국의 위생 
기구는 18만9천개, 병원침대는310만개에 달하였고， 
그 중 병원과 위생원의 병상은 287개로서 1.1%가 증 
가하였다. 위생기술인원은431만 명으로 1.3%가증가 
하였다. 그 중 병원과 위생원의 의사는 138만 명으로 
서 6%가 증가하였다. 고급 간호원과 간호원은 102만

您理什麽式樣.? I Nin fTsh§nme shlŷ ng? (닌 리 션머 스양?) 어떤 스타일로 이발 하시겠습니까?



업이 강화되었다. 위생방역과 예방기구는 5,887개이 
고 전년대비 0.9% 가증가하였다. 부녀자와 0ᅵ동 위생 
시설은 3,254개이고 위생기술 인원은 14만 명으로 
4.7%가증가하였다. 농촌(鄕鐵)의 위생원은5만 1,227 

개이고 병상은 73만 5천 개로서 0.2%가 증가하였다. 

위생기술 인원은 94만 명으로서 2.5%가 증가하였다. 

의료지점이 있는 농촌은 전체 농촌 숫자의 89.1%를 
점하였으며 농촌의사와 위생원은 132만 명이다.

구

인구증가 통제에 있어서 새로운 성적을 거두었다. 연 
간출생율은 16.98%였고 사망율은 6.56%，자연성장율 
은 10.41%였다. 연말 전국 인구는 12억 2,389만 명으 
로서 전년 말 대비 1,268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 중 
도시인구는 3억 5,950만 명으로서 전국 인구 총수의 
29.4%를 차지하였고,농촌인구는 8억 6,439만 명으로 
서 전국 인구총수의 70.6%를 차지하였다.

각 가정의 평균인구 규모는 3.70명으로서 0~ 14세 
인구의 비중은 26.4%, 15~64세 인구의 비중은67.2%,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중은 6.4% 였다. 인구의 평균 
수명은 70.8세로 나타났는데 그 중 남성은 68.기세이 
고, 여성은 73.04세이다.

인민생활

도시와 농촌주민의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 
하였다. 도시인의 1인당 가처분 소득과 생활 수입이 
각기 4,839원과 4,377원으로서 전년대비 13%와 
12.4%가 증가하였으며, 물가요인을 감안한다면 실제 
로 3.8%와 3.3%가 증가하였다.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은 1,926원으로서 22%가 
증가하였고，물가요인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9%가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역간 주민간의 불균형 문제가 나 
타나고 있어，일부 성(省)과 지역주민의 실제수입은 
하락하였다. 일부 저소득 주민의 가정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취업 추세는 기본적으로 안정되었다. 전국의 
정업(正業) 인원수는 6억 8,580만 명으로서 전년 말 
대비 900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 중 도시 직공은 1억 
4,960만 명으로서 52만 명 이 증가하였고，도시의 사영 
개체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2,300만 명으로서 255만 
명이 증가하였다. 향진기업에 종사히는 인원은 1억

3，140만 명으로서 278만 명이 증가하였다. 향촌 사영 
기업과 개체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4，114만 명으로 
589만 명이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3만 1천 개의 각 
종 직업소개소가 설립되어 연인원 890만 명에게 취업 
을 알선하였으며, 390만 명을 조직하여 각종 취업훈 
련에 참가시켰다. 재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0여 
만 명의 실업자와 직장을 떠난 기업인원의 재취업을 
실현하였다. 연말 전국의 도시에 등록된 실업인원수 
는 533만 명으로서 등록된 실업율은 3% 였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연 
간 도시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6,210원으로서 전년대 
비 12.9%가증가하였고, 물가요인을 감안한다면 실제 
로는 3.8%가 증가하였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거주조건도 개선되었다. 도시 
에서 새롭게 건설한 주택면적은 3억 6천만벼이고, 농 
촌에서 건설한 주택면적은 7억 6천만m!였다.

1996년 말 전국 각종 사회복지원은 102만 개에 달 
하여 77만 명을 수용하였다. 도시 지역사회봉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13만 6천 개의 지역사회 봉 
사시설을 설립하였으며, 그 중 지역사회 봉사센터는 
4,670개였다 사회구제 개혁이 가일충 심화되어, 전국 
적으로 1이개 도시에서 최저생활 보장제도를 확정하 
였다. 국가의 구제를 받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은 연 
인원 3,829만 명에 달하였으며 국가 무상원조와 보조 
등 각종 우대，위문 대상은 450만 명 이었고，퇴 역군인 
의 생활과 취업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출처/ 「인민일보」1997. 4. 5 “中華ᄉ民共和國國家統計局關于 
1996年 國民經离和社會發展的統計公報”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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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용훈련율 만4 십시오.

선교현지0!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at 지고 귀한 6 1 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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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 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여문선교회 부설 중국 Cl! 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서2 구 방1!본등  756-7 신우SS 402호

우 137-069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99-2786

중국선교훈련원은 선교언어 훈련과 중국문화 적응훈련 율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훈련원은 초교파적 • 복음적 단체로 1989년 ᅵ0월 30일에 창립된 중국어문선교호ᅵ<대표:박성주 장로)의 부설기관입니다.



眞 理 的 尋 索
(Basic Christianity 기 독 교 의  기 본 진 리 )

존 스토트(J.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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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선교회 CCL 협력 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 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Q L  A 추1|자  A T I

暴관
향스|| 기 •|AU|C|.

중국0I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3 개 사방하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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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 차이나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2 ,000원 
1,500원 
2 ,000원 
2,500원 
5 ,000원

12,000원

900원 
25,000원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 ape: 1,000원)
2 . 經文背i i  (T ape:1 ,000원)
3. 神愛世ᄉ (T ape: 1,000원)
4 . 我的第一本聖經 (T ape:1，000원)
5. 信仰讀本

(T ape 2 개:2 ,000원)
6. 中國語 신약성경(和合本/한어병믐 표기)

(T ape 19개:25 ,000원)
7 . 中 •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토 출판사)
8. 중국어 신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T ape 72개:72 ,000원)

9 . 중국어 찬양 T ape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  是愛(사랑은)
♦  奉主耶穌的名 

10. 종합선교중국어
11 讚美歌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 의: TEL 02) 535니1255 FAX. 599~2786(당당 조희원 간새

케  O J L "

g + J P  세 자  시 리 즈

1,500원 
1,500원 
2 ,000원 
1,50) 원

중국이  « |A  그 제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조나단 차오 저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저
3. 만남/ 中國敎會中心 저
4. 전도중국어 /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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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

'''느' ᅳ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서도 풀리리라.”(마16: 19)

터  人a n  문이 ih • ! 리지 얕가를  묻기 착叫 i 수리가 %\  
아나 테  * | v H  기£ |  계속하고 나는지 자g 긍H g 시다. 
수리으I 기E 에  £든 떤  운K  %\  k  ^ 습니다. 그러나 

m  수리가 기도하지 •표으에  人;!그으I £든 ? | * 1  ^  
大腔 *A~HI 다 니다.

수리 叫(거1 커리하人» ^  3 고 그 E t i  c iJ jf차니 

다. 누가 * |  세대에 기E1I 큰 충사로, * l  • I ^ h e i  책나슬 

다레습니까?  바로 수리 자人i S . i 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 : 30 
“중국을 주께^  ̂ 기도합주회가 열립니^•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유성당) 402호 

전화: 0359메132，594^8038

중 국 어 문 션 교 회

太•파 S 떠 가 사 예 배  민  零 합 £ |학  i * i * i  박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삼상 18:1)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비전과 우정을 다지며,

다윗과 요나단이 된 주님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21세기를 주님과 함께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나눕시다.
到: 1997년 12월15일 

All '： 늦은 7시부티 9시까지
^  .A  내용: 예배와 선교보고 및 친교 
R  A  있 :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행정실 02) 592-0132

143



$3으 사타아느 이드의 도마자

1997a T lV ili통3뇨8회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김중선•김중하김피득

왕쓰웨•지인성•한수아{가나다 순) 

편 집 장 /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헤•차이나이민선 

권수영 •김은화안정숙 
편집中]•인/ 정광숙

? 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7년10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e  02) 275-5963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f i 0344)906-9191 ~4

값/  4500£J
(It! 정기구독 24ᄋᄋ0 인)

중국01문신：2 인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02)533-5497, 02)50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02)594-8038，02)535-4255 
팩스: 02)50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B()1 호 
전화: 032)872-0742

독자투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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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우편을 통히1 보내주십시오 

☆ PC ^  향리ᄋ스 아ᄋ행

sinim

o

■ f m  쎄  c ^ a f  fto h s  1 ^ 1 2  i i  i n i  人I 뀌 ^  t j o i  o j그제 ■好데 

°i제 °i m ^  m  Tt.
°i n\  2 4 ^ 1  ‘해는 기에게 하는 상도 는 ir?’

w  그디̂ 70l l*K£ 。며병안 낚는다.
그적나 그» 에£ 왔 *卜2 o| ij; iH 베̂  ^  풍성향 로

띠i  u i  수 n c t.

0Pt!i 에는 ‘人;!2 人 n  십;斗 人卜1’°1 각는 제목인 특 징V?성하̂ 11 그석나 
^ [\°\ 정작 iPK *f■는 는 2°u^ fm  v i°^i
c例  PH tm ti 전*i다. 중국r  人띠해 국가각는 특4성 띠(문0f *22학는 
데 °Jz W  각펴 S 면제0(I °1^iel T t 중H  귀하는 독자적 
°m  °i i° i 아무다 §국 성2% 에 m  °i*a 돕2, H i °->m
구베으£ 기£*[•는데 h °i m  uw .

1머므로는 XHitofl o|oj 중국 I們 0와  자%1규어1 7다하는 i 수 펴 에  tu tu  

^ T t .  的 게  자도 때문01 % o t q - 1 ^ £  ! 엇는지

2 执

그 ^^국  T r iii° m v i ̂ 1 ■애 드們人1 
아치2자• 机

『중국V주께로J 碑는 人W1E 人氏 *n«| “못£贱 m̂ of 그이스£ 
여̂  W1 *WS[0I W1 7-Ai 종0p(■노각.”각2
2했  *2^i 언H °| 다*i  것01

기도히IV I '托 7약드인다. 그직2 중국에 W f C1 곡 H\ĥ
기도해 수人 ry....------ (석)

국£J 정기구독료(1년)

1 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일본, 홈콩. 대만, 마카오
책값’ 24,00 )̂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36,900원

필리핀,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1,400__________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24,000원, 우편료 19,200원, 합계 43^200원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55^ 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증국물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S 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틀 니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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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울주 Hi 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 니다.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둥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 교  전문정보지 입 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6.4. 1- 1998.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전 호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 집 부  앞
서 울 시  서 초 구  방 배 본 동  756^7 
( 신 우 빌 딩  301호 )

137 -  069

전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받 는  사 람

중국울 주매로 편 집 부  앞
서 울 시  서 초 구  방 배 본 동  756*7 
( 신 우 빌 딩  301호 )

137 -  069



중국을 주께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 2 -5 9 2 ■이 3 Z  ᄋ2 -533~ 5497 )를 주시면  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八1긍은행 99변 "V구/ 지로^호  7 6 ᄋ2 3 6 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O D f r < > H D 4 5 4 - T 7 8 (여ᅵ금주: 악성주)

독 자 카 드 0 9 9 7 년  T 1/ 1 2일 호 )

귀하의 의견은 r 중국을  주께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 「중국을  주11A로」에 보완될 무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r 중국을  주께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1.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  신규구독 □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1년 24,000원(6권) □  2년 48,000원(12권) □  3 년 72,000원 (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 름 (남，여) 주민등록번호

AJ^OJ

주  소 (우 - ) ( 통 반) t i

회원번호

주소  e r g
변경주소  (우 - ) ( 통 반)

nJ F 1 ᄋ2) 53^5497, 02)592-0132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1998학년도

T  국신：고사 
혼 ^  인 

2 E ! AoH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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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선교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 이상 근무한 자
2  육기：1:

1998년 3월 3일〜2000년 2월 28일 
2년(평일 주간)- 국내교육, 해외실습.

5 2  및 2 육1"II용
영성 및 인격 훈련 
공동체 훈련 
은사 및 사역의 개발 
사역 실습
중국어: 기초에서 자유로운 언어 구사와 설교
중국선교 사역학
중국학
일반선교 사역학
고!와 소 : 본원(세 • 중구 정동 25번지)

2 영 猫 : 서류/필기시험/면접전형
W E 부 및 S 수기:!: 1997년 10월 1일〜11월 29일까지
2 S 2 JJJ： 0 ◦명
지ls A1 류: 본원지원서 /신앙고백서 /최종졸업, 성적증명서 

사진 2매(3X4) /추천평가서 2통 
시험일자: 논술(丽년 12월 8일)

면접(1997년 12월 9일〜10일)

합격자 일5 : im  12월 22일 
m m  1998년 3월 3일 
특 2 :

1. 본 훈련원 졸업시 홍콩의 중국선교신학원(ChinaMission Seminaiy)의 
인준학위인 중국선교학 석사(Master o f Christian Studies in China 

M inistries), 중국선교학 증서 (Diploma o f China M nisties)를 수여함.

2. 각종 장학생 혜택(성적, 애화, 생활, 근로) 장학제도 있음.

문 ° J ： 2 한 02)318-3956

멕스 ᄋ2)773년278



극等  방 수  
1세아 방 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 동 방 송 과  아 세 아 방 송 은  전 파 를  통 해  

예 수  그 리 스 도 의  생 명 을  전 하 고  있 습 니 다 . 
이 일 에  기 도 와  헌 금 으 로  동 역 할  

전 파 선 교 사 가  되 어  주 십 시 오 .

벌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벌목징에서 남몰래 극동빙송을 들으면서 처 
음으로 히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 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됐습니 $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 

러시아의 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시골주부  요 지금은 마을 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중국교회 극동방송과 OWM방M  들으며 믿음 생활을 t 평니

지도자 다 어느 한 집에 리디오가 있으면 빔중에. 시간에 맞
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합창(찬송)이 끝난 

북한지역 후에 어느 사림이 연설(설교)을 데 참 좋더군요

주민  그후 히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징을 간디든지

히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 
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E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  . 6 . 9 .1
영 육  구 원

(서울 320 -0283 , 0290

m  어느 은행이든 에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정 금액을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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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도 오 t  a a 으 s  북 "0^ 교  시 역 에  동 액 칼  

전 표 신 교 사  1 ᄋ ᄋ , ᄋ ᄋ ᄋ 명 읊 주 & 소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