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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세계선교에서 차지하는 한국 교회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발간된 한국선 
교연구원(KRIM)의 『한국선교핸드북(1998년판)j 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98년 6월 
현재 총 145개국에 5,94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파송 교회나 소속 선교회가 없는 독립선교사들과 사역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선 
교사 및 유학생 선교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역량을 상 
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즉 ，이 수치는 자국을 떠나 사역하는 해외 타문화권 선교 
사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이제 한국이 세계 3 

대 선교대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선교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훨씬 크다. 『한국선교핸드북』에 의하면 현재 
492명 의 한국 선교사가 파송되 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선교지와는 달리 중국에 
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 중에는 파송 교회나 파송 선교회가 없이 사역하고 있는 
독립선교사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실제 한국 선교사 수는 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현재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외국 선교사의 추산치 
2500여 명의 40%를 넘는 수치다. 단일국가로서 세계 교회의 중국선교 인력 중 
40%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은 사역 연륜이 쌓이면서 사역의 질적인 면에서도 큰 
진보를 보이고 있다 . 일반적으로 서구 선교사들은 전문인 선교사역 부문에 상당한 
노우하우를 갖고 있는 반면，직접 선교사역에는 한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 
에 비해 한국 선교사들은 직접 사역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신학교육 사역, 주일학교 사역，청년 사역, 소수민족 사역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외국선교사들과는 달리 평생선교사의 
비율이 단기선교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사역의 질적 성장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중국선교에서 차지할 한국 교회의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역할을 맡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 교 
희를 올바로 섬기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 
을 당연히 한국 교회에 물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사역 초기단계였다는 것과 
중국선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크고 작은 잘못도 앞으 
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사역의 공과를 심판받을 것이다. 어떤 
이의 사역은 불에 타 없야질 것이고, 또 어떤 이의 사역은 정금처럼 빛날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는 중국이라는 복음의 밭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으므로 중국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다하였을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동화/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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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중국은 거대한 나라이다. 인구만 본다하더라도 중 
국은 세계 최대이다.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자그 
마치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합친 것 만큼이나 많 
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비 기독교인수는 전세계 비 
기독교인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따라서 중국이 
복음화된다는 것은 곧 전세계 비기독교인의 절반 
이 복음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히 세계선교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실감나게 한다. 그런데 많 
은 이들은 중국선교의 큰 부분을 한국 교회가 담당 
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 

고 있는 세계적인 중국선교 전문가 조나단 차오 목 
사는 일찍이 그의 저 서 『중국선교핸드북』의 한국 
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앞으로 서기 2천년이 
되면 중국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추수 
현장이 될 것입니다. …… 중국에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이르게 되면 중국은 전세계로 

부터 추수 사역 에 참여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믿는 바는 그 일에 있 
어서 한국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크게 고무시킨다. 

그렇다면 조그만 한국이 어떻게 거대한 중국을 향 
하여 선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것은 마치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것이 아닌가?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아신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 
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 
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스가랴4:6-7).

중국선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우리는 다 
만 그의 종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 
하게 그분의 분부를 준행할 뿐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중국의 복음화를 예언하셨 
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 
서 혹자는시님땅에서 오리라” (이사야 49:11-12). 

여기서 ‘시님땅’ 은곧중국을의미한다고많은성 
경주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중국에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동안 중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 중 몇 가지만 들어보자.

우선 중국 교회의 놀라운 부홍이다. 1949년 중국 

이 공산화되었을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불과 
7〜80만이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 
도 그 수는 6~7천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동안 
교회에 가해졌던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상기해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앞에 일어 

난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대혁 명 기간 중 중국의 모든 종교 
와 미신들이 타파되었는데，이것은 하나님께서 행 
하신 일종의 정지작업과도 같은 것이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언어통일이다. 중국은 땅도 
넓고 방언도 많은 나라이다. 그런데 중국정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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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군인이 무장도 하지 않고 덜렁 맨몸으로 나 
가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이 다 알아서 하시므로 우리 
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훈련이나 준비를 소홀히 하 
다가 막상 사역의 때가 되면 자신은 부족해서 사역 
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무런 훈련이나 준 

비도 없이 곧장 사역에 뛰어드는 경우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긴다. 그 
러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 
고 결국은 주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훈련이나 준비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윗의 교훈 
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훈련 

과 준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무엇을 준비할 3그인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선교지망자 
들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 있 

다.

언어에 대한 준비는 물론이고 선교지에 대한 이 
해와 연구，문화충격에 대한 사전적응훈련, 선교지 
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성 
훈련 등이 그것이다. 이 런 것들은 모두 선교지에

해 강력한 언어통일정책이 추진된 결과 이제는 중 
국 어느 곳을 가도 표준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교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는 참으로중요 
한 것인데 언어의 통일로 인하여 그만큼 사역이 수 
월해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우리 민족의 이주를 들 수 있다. 조 
선족이라고 불리우는 이들 재중(在中)동포는 현재 
2백만이 넘는다. 이들이 중국에 거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들도 한국 교회 
와 중국 교희의 파트너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비단 이뿐이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 지 않고 중 
국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이다.

우 리 가 알 일
이처 럼 중국선교는 하나님 이 하신다. 그렇다면 우 
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 
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 
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 믿음이 결국 그 
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반드 
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잘 o}는 바와 같이 다윗은 평 

소에 물맷돌을 잘 던지기 위해 많은 훈련을 했으며 
또 실전의 경험도 쌓았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준비된 것을 ̂ 표 하 신  것이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 
는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가? 아니 면 이무 것도 하 
지 않고 있는가?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미 리 
부터 철저한 훈련을 쌓으며 준비하는 성실성，이것 
이야말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사역자세 
이다. 이 러한 바탕 위 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터를 향하여 나까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평소 선교지망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그것은 적지 않은 이들이 선 
교지에 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시킨 나머지 국 

내에서 갖추어야 할 훈련과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 
다는 점 이다.

일단 선교지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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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항목 
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전문적인 선교훈련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훈련을 
거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선교현장에 
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효과적으로 사역 
하게 마련이다.

교회의 준비
교회적인 차원에서 준비할 일도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 교희는 잠재된 많은 예비 일꾼들을 보유하 
고 있다. 각 교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선교일꾼을 
발굴하고 이들을 격려하며，이들을 준비시키는 일 
에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단 
기선교여행을 통해 젊은이들의 관심을 선교로 돌 
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일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된다.

또한 중국선교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선교훈련기관에 선 
교지망자에 대한 훈련을 위탁하는 일을 비롯해，급 
변하는 선교지의 상황에 시기 적절히 대처하는 선 

교전략을 수립하는 교회는 전문선교기관과 협 력 
할 것이 요구된다. 중국과 선교에 대해 연구하는 
풍토가 마련되기 위해 교회는 좋은 연구인력을 발 
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마음놓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한국에 
나그네로 와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 눈을 돌리는 것 

이다.

이들을 잘 대접하는 일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 
아서 장차 중국으로 하여금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다. 사실상 방한 중국인을 위한 사역은 그동안 일 
부 교희와 선교단체에 의해 진행 되어 왔고 이미 조 
금씩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것은 사역 그 자체로서 
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장차 있을 대추수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기회醫 주시는 아나 a
문화대혁명시기에 중국의 모든 종교와 미신들은 

타파되어 그 힘을 잃어버 렸다. 이제는 그동안 신봉 

해오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도 회의를 일으켜 
중국은 그야말로 시상의 진공상태가 되어버 렸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빈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느 
냐，아니면 배금주의사상이나 그밖의 것들이 들어 
가느냐 하는 기로에 와 있다.

중국은 아직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은 상 
태이다. 선교의 자유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왜냐 하 
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준비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 
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의 문이 열 

릴 때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와 선교활동들이 홍수 
처 럼 중국에 밀어닥칠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중국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 
리며 지난날의 연약함을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한 
번 훈련과 준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주님께서 우 
리에게 유보해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중국 
선교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이다.

맺는 말
중국의 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왜 

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하노라” (빌림보서 1:6).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만간 중국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차근차 
근 , 그리고 내실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대대적인 추수사역이 필요한 그 때에 이르러，하 
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 모 
두가 누리기를 기도한다.

박성주/ 중국어문선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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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국언교, 그 밝은 미2||僅 위안 ¥1둘아보기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를 말한다

장사무엘

중국선교  역사
1913년 3명의 장로교 선교사를 
산동으로 파송한 것이 중국 
선교의 시작이다. 1937년 

파송되었던 방지일 목 
사가 1957년 마지막 
으 로  귀 국 함 으 로  

제1기의 선교를 매 
듭지었다.

1957~1979년은 
중국 정부가 교회 
롤  핍박하고 쇄국 

정책을 취했기 때문 
에 중국에서 선교하 
는 것은 불가능한 시기 
였다. 극동방송을 통한 방 
송선교만을 할 수  있었다.

1979년 중국이 개방되면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1989년까지 주로 
조선족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80년대 말부터 
한족 선교를 본격 적으로 시작하였다.

1997년까지 선교사  파송  상황 
지금까지 교단 선교부의 관리하에 정식 파송된

선교사는 220명 정도이며，선교단체에 
서 파송한 선교사는 320여명이 

다 . 개교회에서 파송 되거나 
개인적으로 나간 선교사 

는  대략 200~300명 
정도된다 .

선교사의 분포 상 

황을  보 면 , 전체 
중국 선교사 700 

~ 800여 명 중 
400〜500명 정도 
가 연변조선족자 

치 구 를  중 심 으 로  
지 린 (吉林 )성에  있 

고 ，150명 정도는 선양 
(沈陽)을  중심으로 랴오 

닝(遼寧)성에 있고，150명 정 
도는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 

일대에 있다.3 

산등仙東)성 칭다오(靑島)시나 상하이(上海) 

시와 같은 큰 도시 에도 있는데 매우 적은 실정이 
다 .

교단 선교사 중  장로교 선교사가 50%이상을 
차지한다. 선교단체 가운데서는 CCC와 UBF에

1) 한윤숙. “한국에서의 중국선교” . (중국복음선교회 세미나. 1995). pp34.
2) 김형철. “중국선교상황 고찰을 통한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96).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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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 두 단체에 
서 파송한 중국선교사는 전체 선교단체에서 파 
송한 중국선교사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개교 
희에서 나간 선교사는 하나님의 성희와 장로교 
희에서 제일 많이 파송되었다.

주요  선교  활동과  선교  성과 
국내 선교 활동으로는 중국선교 모임，중국선교 
사훈련학교，문서선교，방송선교，중국 노동자 
선교 등이 있다.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으로는 교회개척，개인 
전도，제자훈련，단기여행선교，성경배달사역, 

교육선교，사회복지선교，의료선교와 기타 전문 
인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선교 성과를 살펴보면，한국 교회 

가 건립한 교회는 500개 이상으로 추산되며，가 
정신학교나 가정성경학교는 4 0 처소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도 열매는 5，000~6,000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숫자로 통계할 수 없는 선교 성과는 더 클지 모 

론다. 첫째，전도의 열매와 양육하고 있는 제자 
들 중 지식계층과 대학생들이 많다. 이들은 중국 
교회의 동량지재(棟梁之材; 원 뜻은 ‘한 집이나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릴 만한 인재’ 로  큰  인물을 
가리킴-편집자 주)가 될 것이다. 둘째，중국 교회 
에게 넓은 시야와 세계복음화의 대한 비전을 가 
졔 주 었 다 . 셋째 , 중국의 엘리트들을 얻음으로 
중국의 문화복음화에 필요한 인재들을 예비하 
였다. 넷째，중국 교회의 여러 사역을 활성화시 
켰다.

한국  선교사의  어 려 움 과 고 충 들  
첫째，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문제는 안전에 대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철학을 받아들였고，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신론 신앙이다. 그들은 흔히 “신이 없다. 구세 
주는 본래 없다. 인간은 바로 천지의 주인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려고 하면 우

리 자신이 창조해 내야 한다. 마트크스주의，모 
택동 사상은 바로 우리 중국 인민의 지침이요， 
원칙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인민 
을 마 취 시 키 고 ，사회주의의 •의식형태(意識形 
態)를 와해시키는 자본주의 정신 아편으로 보아 
왔다. 특히 동부 유럽과 전 소련의 사회주의 제 
도의 붕괴 과정을 연구한 다음에，그 중 가장 중 
요한 하나의 요인이 기독교가 이미 공산주의 신 
앙에서 민심(民心)을 빼앗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그 때부터 (91 년 후) 계속 교회를 핍박하 
고 해외 선교사에게 경계심을가져 왔다.

재중 외국 선교사가 일단 발각되면 더이상 사 
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과 사역을 
숨기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 
서 선교 단체에서 예배드릴 때나 기도모임을 가 

질 때 , 단기 신학 코스를 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한다. 예배할 때 모든 문과 창을 다 닫은 후에도 
스펀지로 틈새를 막아 찬양소리가 새나가지 않 
도록 막는다.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없고，기도 
할 때도 마음대로 부르짖으면 안 된다. 그렇게 

조심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웃들은 
찬양소리를 듣고 여기에 기독교 단체가 있다고 
공안국에 고발하곤 했다. 공안이 돌아간 후 신 
속히 모든 기독교 서적，자료와 시설들을 다른 
집으로 옮겨야 했다. 또한 그 멤버 중에서 전도 

하다가 잡힐 때도 있는데，이런 경우에도 신속히 
이사를 해야 한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훈련과 
사역을 하는 것은 선교사와 멤버들을 지치게 만 
든다. 연말에 감은회(感恩會)를 할 때면 그동안 
주님의 지켜 주심을 돌아보고 긴장을 풀면서 모 
두가 감사의 눈물을 홀리곤 한다.

둘째，소속 교단이나 교회의 선교지 현실에 대 
한 이해 부족이다.3) 이런 이해의 부족은 사역하 

고 있는 선교사에게 많은 압력과 실망을 가져다 
준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결실을 바라는 것 

은  정당한 것이지만 조급히 결과를 요구하는 경 
향이 있다. 사실 선교사가 나간 후 2〜3년 동안 
은 언어를 습득하는 기간이므로 그  시기는 눈에

3) 김다니 엘，“한국 선교사들의 중국선교가 변하고 있다” ，(중국복음선교회 세미나，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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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국전교, 그 밝은 미래醫 뒤들아보기 고 하는데 선교사가 왜 그렇게 많은 선교비를 요 

구하냐며 의심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근 
년 이래 중국 대도시의 물가는 급속히 올랐다.

베 이징의 경우 외국인이 정부가 지정한 합법 

적 지 역에 가서 거주하면 20평의 아파트 

월세가 150만 원 이상이다.

셋째，영적 억압과 공격의 어려움 

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 

은 중국의 어두운 세력 때문이 

다. 천안문 광장 같은 지역에 

가면 기도를 제대로 못할 정도 

로 영적 눌림을 당한다. 선교 

사들이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할 때，출발할 때 

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한 

다. 어떤 선교사 가정은 잠시 타 

이완(臺灣)에 들렀다가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대만에서부터 자녀 

들이 많이 아프게 되어 1년 지난 후에도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베 이 

징 에 있었던 어느 선교사의 사모는 대낮에도 집 

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귀신을 보았다고 한다. 귀 
신이 나타나 공격하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일하 

기가 힘든 것이다.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대개 

몇 년이 지나면 기도도 영력도 많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쇠퇴해지고，육체적으로도 지치 

게 된다.

넷째，중국인의 민족성과 여러 성향 때문에 어 

려움을 당한다. 중국 사람은 옛날부터 훌륭한 문 

화를 가져 왔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역사와 문 

화에 대한 우월 의식과 자부심을 가져 왔다. 요 

즘 경제상의 뒤떨어짐을 자각하면서 자기의 가 

난한 모습을 많이 돌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 

히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다. 대국의식이 심 

하고 자존심 이 강하다. 한국 선교사는 종종 이 

런 문화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리고 경제개혁과 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물질만 

능주의 사상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 

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부 

교회와 신자들도 배금주의(拜金主義) 사상에 오

보이는 

성과를 기 

대하기 어렵 

다. 언어를 습득한 

후에도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비밀스럽게 해야 하고, 문화와 의식구조의 큰 장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역은 힘겨운 것 
이다. 그래서 너무 높은 지표를 주거나 숫자적으 

로만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힘들게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더 많은 스 

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숫자적 목적을 채우기 위 

해 시험에 들게 만들수 있다.

중국 정치와 경제적 실정을 잘 몰라서 선교사 

를 오해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어 

떤 한국 교회 지도자！•은 삼자교회와 협력하면 

더 당당하게 빨리 전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서 선교사에게 삼자교회와의 협력을 강요한다. 

그러나 삼자교회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회 

이기에 삼자교회에서 사역하면 자기의 신분을 

중국 공안국에게 드러내 주는 것과 같다. 일단 

공안국이 선교사를 파악하게 되면 언제나 감시 

하고 도청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그의 사역을 중 

단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 경제 

적으로도 오해가 있다. 또한 중국 물가가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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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선교사는 종종 중국 

인에게 이용과 사기를 당하근 한다.

한국 교회 중국선교의 문제점

첫째，사역지와 선교대상의 편중되어 있다.

한국 선교사의 선교역량이 조선족에게만 치 

우치는 경향이 심각한 정도이다. 재중 선교사 

중 60% 이상이 조선족 사역을 하고 있으며，거의 

옌벤(延邊) 조선족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다. 정식 

중국선교사가 약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500 

명 정도가 옌벤조선족자치구를 중심으로 지린 

성에 있고, 150명 정도는 선양시 중심으로 랴오 

닝성에 있다. 동북지역에 있는 이 650명 선교사 

중 90% 이상이 조선족 사역을 한다. 나머지 약 

150명의 선교사들이 주로 베이징，텐진 일대 있 

는데 이들 중에도 조선족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 

이 적지 않다.

옌지(延吉)시의 신자 수는 만여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식으로 파송된 한국 선교사 500명이 

그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적으로 나 

간 선교사와 단기선교사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 

하면 사역자가 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이 곳에는 미국 국적의 한인 선교사와 

타이완에서 온 선교사들도 있다. 해외에서 온 
선교사!을 모두 합하면 대략 이천 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일만 명 신 

자•가 있는 하나의 보통 도시에 이천 명의 선교 
사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중국에는 27개의 성과 3개 

의 직할시가 있는데 한국선교사의 90% 이상이 

두 개의 성과 한 개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실 

정이다.

둘째，교파주의와 교세확장의 선교4)이다.

중국 교회 안에도 여 러 가지 신앙의 전통이 있 

지만 제도적으로는 교파가 없고' 교회의 일치를 

가져 왔다. 대부분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 런 

하나된 교회 모습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전통간 

의 공통점을 서로 구하고 차이점을 일단 유보하 

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선교위

4) 김형철，op. d t .，p.95.
5) 김형철，o p .d to p .9 6 .
6) 김다니 엘，op. d t.
7) 김형철，op. c it，p.97.

원회 또는 선교단체 에서 중국 선교를 할 때 제 일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교파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우리 단체의 확장을 하는 것이다. 일부 
선교人>들은 자기 교단과 교단 신학의 우월성， 

심지어 절대성을 주장하여 중국교회 사역자들 

간에 긴장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중국의 어느 
한 교회를 지원해 주면，그 교회가 한국의 자기 

교단 소속이라는 의식을 주입하거나 한국 교회 

의 지교회 혹은 어느 노회소속 개척교회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도 적지 않다. 그래서 타교단의 

선교사나 다른 신앙전통을 지닌 중국 교회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도 한다.

셋째，물질 공세5)와 건물 위주®의 경향을 가지 

고 있다. 물질 위주의 선교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현지 교회의 자립의 

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은 방법 

일 것이다. 옌벤 조선족 지역 같은 경우는 돈으 

로사역을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조선족교회와 

신자들이 변질된 모습이 나타난다. 유명한 목사 

가 오면 신자들이 기차역까지 나와서 목사를 서 

로 자기 집 에 모시고 가려고 쟁탈전을 하는 모습 

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

건물 위주의 선교행위도 빠른 가시적 결과를 

추구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건물과 

같은 가시적 건설이 중국 정부당국의 눈에 띄어 

서 오히려 많은 감시와 간섭을 초래하고 있다. 

물질과 건물위주의 선교보다는 말씀사역으로 

지도자를 양육하고，신지들을 교육시키는 사역 

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훌륭한 것이 

라고 말할수 있다.

넷째，선교사의 자질 문제를 들 수 있다.

선교현장에 임하는 대부분 선교사들의 아래 

몇 가지 점에서 볼 때 선교적 역량이 부족하다 

고 보여진다.

먼저 언어실력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다. 중국에 진출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몇 

명 제외하고는 대개가 언어를 배우는 초기 견습 

선교사의 단계라고 한다.7) 언어와 문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

1999/1 • 2 중국을주께로  11



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다. 한족 신자들에게 설교 

할 수 있고 서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선교사는 

매우적다.

그리고 장기적인 교육계획과 가르침의 준비 

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 에게 익숙한 제자훈련 코 

스를 훈련시키고 나면，그 

후에는 더 이상 지식 

층의 신자들을 만족 

시키지 못한다. 중 

국 지식인들의 

깊은 영적 갈중 

과 신학적 탐구 
에 대해 선교사 

들의 실력이 빈 

약해 보인다. 그 

래서 대부분 지 

식층 위주로 모이 

고 있는 모임에서 

지식인들은 영적 충 

족을 얻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 많은 뱀버들 

이 이런 모임에 2-3년 참석하다가 

자기의 영적 기갈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국 

은 중국 가정교회로 나간다.

또한 영력과 훈련이 부족하다. 많은 선교사들 

이 몇 년 사역한 후 벌써 영적으로 기진해 보인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쇠퇴한다. 보안의 훈련이 부족하기 에 쉽게 노출 

되어서 어려움을 초래한다.

다섯째，성숙치 못한 선교정신과 방법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중국 보다 부요한 나 

라의 국민이라는 우월의식，그리고 신학적 우월 
의식，자기 교파에 대한 우월의식 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언 

행들을 쉽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조선족이 거 

주하는 곳이 한국에 속한다고 하는 것,8) 중국에 

서 교회를 설 립할 때 그 건물에 “한국 X  X  교회 

중국 x x 지역 지화’란 명패를 다는 것, 강단에 

서 종교지유와 전도자유를 외치는 것 등이다.

또한 쉽게 나타내 보이 려는 경향9)이 있다. 이는 
특히 조선족 사역자와 정식 훈련을 안 받 

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이다. 게다가 

선교사끼리 서로 경쟁 

하며 배척한다. 교단 

이 다른 선교사 간 

에는 말할 것도 

없고，같은 교단 

에서나간선교 

사들 끼리도 

경쟁하면서 서 

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주 

지 않고 있다.

또 현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보안문제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 

의 상세한 상황과 찍은 사진 

을 해외에서 발표하는 것과 여행 

단을 자주 중국 교회에 방문시키는 것，중국 

교회 계통 안에 마음대로 새 교회를 설 립하고 안 

수를 해 줌으로 그 교계의 관리와 기존질서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배우며 가르치며 계속 전진하자 

총괄적으로 보면，재중 천여 명의 한국 선교사와 

선교사 견습생들은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으 

며 또한 미래의 더 큰 사역을 위해 열심히 공부 

하며 준비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선교사역을 하 

고 있는 선교사들은 그들 중의 일부분뿐이지만 

가치 있는 선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식층과

8) 김다니 엘，op. cit.
9) 김형철，op. cit,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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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 

고 있고，성경학교와 신학교육도 여러 모로 전 

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성과 

는 계산할 수 있는 수량보다는 계산할 수 없는 

잠재적 요소가 미래에 미칠 영향에 더 큰 성과일 

지도 모른다. 선교사들을 통해 믿게 된 중국 지 

식층과 대학생들은 앞으로 중국 교회의 지도자 

들이 될 것이며，이들은 또한 중국의 문화 복음 

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비전을 주고 있고， 

바른 방향을 지적해 주고 있으며，중국 교회의 

사역들을 여러 모양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선교 역량의 분포가 집중되거나 겹치는 경향 

이 있지만 이런 상황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같 

은 동포로서의 민족감정이 있기 때문에 조선족 

에게 많이 나가는 현상은 정상적 이라고 말할 수 

도 있다. 그리고 몇몇 선교사들은 지금 조선족 

위주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래의 한족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은 

언어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조선족 학생을 통해 

서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 현실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과 텐진의 경우에 150명의 선교 

사들이 가 있는 것은 이천만 인구에 비하면 지나 

친 것이 아니다. 선교사의 편중문제는 다만 조선 

족 지역에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면 될 것이다. 

중국의 남，서부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그 

곳에 소수민족도 많이 있지만，선교사가 중국 전 

역으로 흩어지는 선교과제는 하루 이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계 

속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선교지 즉 

서, 남쪽으로가게 될 것이다.

한국의 중국 선교의 장점은 행동적이며 실천 

에 빨리 옮기는 점이다. 필자는 한국 교회가 

1913년에 벌써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냈다는 사 

실을 듣고 놀라워했다. 이는 태어난 지 20~30 

년에 불과한 교회가 7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에 대한 선교였다. 1980년대부터의 제4기 

선교도 그렇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선교사역을 시 

작한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 나라의 선교

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사역을 적극 

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는 한국선교사와 타이 

완선교사이다.

반면，한국의 중국선교의 단점은 대부분 준비 

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간다는 점과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추구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렇 

게 해서 중국인들의 깊은 영적 갈중과 시상적 탐 

구에 대해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종종 외적 

으로 보이는 결과에 치우친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단점들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의 행동적인 민 

족정신과 일의 성취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 

를 찾아 볼 수 있다. 신속히 실천에 옮기고 결과 

를 빨리 추구하는 것이 깊이와 질에 있어서 문제 

를 가져오지만，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지나친 조심스러운 방법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오늘의 중국은 신앙적인 진공이 있으며 사람들 

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공허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교의 황금시기이다. 

이 런 시기가 언제 끝날지 무도 모르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경제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어 사람 

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진 이후에도 오늘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인가가 의문이다. 일본과 

타이완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행동정신과 

진취적인 정신은 절대로 필요하다. 한국 선교사 

가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사역을 

시작함>5로  허물과 실수가 많다고 비난하는 것 

은，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시각에서 보지 못한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도 그의 중국 선교사역 

초기 에 실수가 많았고 성숙치 못한 모습을 나타 
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의 비결은 실수 때문에 

낙심치 않고 실천하는 데서 계속 배워나가는 것 

이었다. 마침내 그는 중국 기독교의 역人m  바꿔 

준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중국선교에 대해 적극적으 

로 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러 문제점도 있 

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실천하는 가운데서 성숙 

치 못한 방법들을 버 리고 현지에 적합한 선교전 

략을 세워가며，자기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999/1 -2  중국을 주께로 13



축 %*

g  국언교, 그 if 온 미!!»  위안 뒤爾아보기

^ 1  0 |  으 ■ 소  U Y  

L L O

서 청

중국인들은 성경공부를 통해 ‘주의 말씀이 송이꿀 보다 더 달다' 는 말을 경험했고, 삶이 변화되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S)

은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 

했다. 그만큼 김대중대통령의 

인격적 수양과 정치적 수완이 

빛을 발한 외교무대 였다.

그러나 또 다른 무대 에서는 

이와는 정 반대현상이 연출되 

었다. 그것은 곧 중한수교 6주 

년을 기념하는 양국의 문화예 

술인들의 축제의 무대에서였 

다. 이 공연에는 수천 명에 달 

하는 양국관중들이 좌석을 메 

웠고 출연진들도 모두 양국의 

정상을 누비고 있는 가수들로 

구성되어 관중들의 기대를 한 

껏 부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한국을 대표하여 출연한 몇 

몇 7]수들은 지탄받아 마땅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수교 6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협 

력을 경제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정치적인 협력 

과 안보，문화 둥 여러 면에서의 포괄적인 협 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그의 노력은 픽 돋보였다. 

특별히 베이징(北京)대학에서 진행된 그의 연설 

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민 
중의 지혜에 대한 찬사와 이율러 현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의 정책과 지도력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는 자존심 강한 중국사람들에게 좋

이 날 행사장을 찾아들어 관중석을 메운 관객 

들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개 한국어를 전혀 알아 

듣지 못하는 베이징시민들이었고，한국인들은 

주중한국대사를 포함한 한국 교민들과 한국 유 

학생들이었다. 출연한 중국의 가수들은 한국 관 

중들을 의식해서인지 대개 우정의 노래거나 아 

니면 중국전통을 담은 대표적인 가요들을 택해 

불렀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인기가수 쑨웨 

(孫悅)가 한국의 인기곡인 ‘쿵따리 샤바라’ 를 중 

국어로 번역하여 부른 것이었다. 이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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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한 

국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은 중국 관중들에게 별 

감동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른 노래 

들은 한국 문화를 담은 대표적인 노래들도 아니 

었고，중국인들이 도무지 공감대를 이룰 수 없는 

그저 그런 노래들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관 

객들은 열광했을지 모르나 중국 관중들은 무표 

정하기만 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부 

한국 가수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공연모습은 청 

중들로 하여금 그 무대가 중한수교를 기념하는 

문화예술교류의 무대인지 아니면 한국교민을 

위로하기 위한 자축의 무대인지 도무지 분간하 

기 어려울 정도였다.

중국어에 ‘反客爲主’ (손님이 거꾸로 주인행세 

를 한다는 뜻)란 성구가 있다. 아마도 이 성구는 

틀림없이 그러한 상황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장소가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이란 사실을 그들은 잊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하지 않고는 절대 존중받 

지 못한다. 중국인으로서 그러한 장면들을 지켜 

보는 나로서는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 장면들이 나로 하여 

금 중국 전역의 선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 

건들을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선교사역의 반추

80년대 말기부터 나는 한국에서 온 여러 선교사 

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들 가운데서 나는 특별 

히 몇몇 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또 그분들 

에게 제자양육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 젊은 나이에 주님을 영접하고 일찍 

부터 교회의 중책을 맡게 된 나에게 있어서 그 

분들은 믿음의 스승이자 동지들이 었다. 나는 그 

분들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느 

낄 수 있었다. 또한 그들에게는 풍부한 성경지식

과 뛰어난 사역경험이 있었다. 나는 그분들을 

매우 존경하였고 또한 그들을 자신의 사역의 모 

델로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L 선교사와 K 선교사 

와는 깊은 형제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그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과 의미는 매우 컸다.

함께동역하던 초기 에 나와 L 선교사는그야 

말로 형제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냈다. 

그분은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중국 문화를 좋 

아했으며 중국의 전통의복을 입고 중국인처럼 

살려고 무척 애썼다. 나는 그분의 그러한 모습들 

에서 더욱 감동을 받았다. 그분은 한국에서 수 

년간 목회를 하신 경험을 갖고 있었고 신학석사 

학위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열정과 지혜도 

있었다. 당시 대학생이었고 신학교에는 가보지 

도 못한 나로서는 그야말로 부러운 선망의 대상 

이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마침 그분도 저와 함께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하 

기 원했다. 이렇게 성경공부는 시작되었고，성경 

공부를 통해 나는 시편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란 말의 뜻이 무엇인 

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친구들을 성경공부에 끌 

어들여 그룹을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성경공부 

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삶 속에서 

누려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과 깊은 형제애를 

체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학 때에는 전도 

팀을 조직하여 시골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 

곤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 

둘 헌신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헌신들로 인하 

여 드디어 베이징의 대학가에서 복음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 그때 나는 제자양육 성경공부 

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흥분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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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회가 아직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곧 훈련된 지도자와 
전문화된 일꾼들의 양육이다.(사진은 내용과 무관 함)

이른 찬 서 리를 맞게 되었다. L 선교사의 사역에 

서 나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제자양육 성경공부가 이제 금방 복 

음을 영접한 대학생들에게 신앙의 무지를 벗어 

날 정도로 진행되면 더이상 심화되지 않는 것이 

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공부를 마친 제자들 

인 것처럼 사역에 내 몰리웠다. 더욱 깊이 성경 

의 진리 속에 빠져들고 성숙한 믿음과 내면의 

성장을 원하는 우리들의 선한 욕망은 묵살되어 

버리곤 했다. 그리고는 L 선교사■가 지정해주는 

끊임없는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했 

다. 심지어 대학까지 중퇴하고 사역에 충성하는 

사례까지 발생되었다.

처음 나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다. 그리고 

L 선교사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예수

님께서 원하시는 정도(正道)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였 

다. 그러나 그분과의 더 오랜 

사귐을 통해서 나는 L 선교사 

님 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중국 현지 인들의 믿음과 사 

역의 성숙보다도 오히려 오랫 

동안 꿈꾸어온 그분의 비전과 

목적 이라는것을깨닫게 되었 

다. 마치 장기판에서 ‘馬’ 이나 

‘砲’ 나 ‘卒’ 은오로지 ‘帥’ 를 

위해 존재히는 것과 마찬가지 

의 이치였다. 나는 이것이 잘 

못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바로 

잡아 보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 

었다. 드디어 온 몸이 만신창 

이 된 나는 내가 그토록 아끼 

고 사랑했던 그룹을 떠나야만 

했다. 그룹을 떠나면서 나는 L 

선교사님 에게 이런 질문을 드 

렸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르친 중국학생들 

가운데서 빌리 그래함 목사님 이나 조용기 목사 

님 같은 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건은 나에게 적지 않은 6ᅵ픔과 실망을 안 

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맛본 제자양 

육의 단맛은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자신이 L선 

교사님보다 더 뛰어난 제자양육의 리더가 되어 

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하고 있 

는 교회 에서 대학생 양육에 많은 역점을 두고 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의 미숙함과 부족함 

은 나에게 무력감을 더해 주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제자양육의 진수를 배우기 원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제자양육의 대7}흔 J •려진 K 

선교사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1년 반동안 제자 

양육훈련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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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선교사•님의 훈련은 철저했다. 경건의 시간 

과 성경암송 그리고 기도와 질서 있는 생활습관 

의 훈련이 매우 좋았다. 그 속에서 나는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계가 깊 

어짐에 따라 그분은 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 

구하기 시작하였고, 나의 교희사역에 대하여도 

하나에서 열까지 속속들이 간섭하기 사작하였 

다. 그분에게 있어서 나의 생각이나 관점 따위는 

애당초 관심도 없었다. 나는 갈수록 그분과의 대 

화가 통하지 않는 것을 느끼 게 되었다. 대화란 

오직 일방적인 지시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중국 

문화의 특징과 중국 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중국의 복음화는 마치 그분들의 절대적인 지도 

를 받아야만 되는 것처 럼 주장하는 언행들은 나 

의 반감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 이후에도 수십 명의 한국 선교사들을 만났 

다. 물론 일반적인 교제만으로 그쳤지만 그들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실적 위주의 사역과 그들간 

의 영문 모를 반목으로 인해 안타까워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필경 이런 것들로 인해 중국 

현지인들이 웃고 울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깨달은 또 하나의 분명한 주제는, 중국 교회 지 

도자들의 믿음과 사역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 

는 한 선교시들과의 참된 동역의 관계란 결코 이 

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중국교회의 현주소
홍콩의 선교단체들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크 

리스천 수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를 통털어 이 

미 8천만을 넘어 1억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어쩌 면 조금은 과장된 숫자일지도 모르나，중국 

교회의 성장이 그만큼 폭발적 인 것만을 틀림없 

는 사실이다. 비록 중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낮은 편이지만 나라별로 따진다 

면 이미 앞줄에 서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은 더이상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

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일지도 모른다. 

복음전파의 몫은 수천 만의 중국 교회 신자들이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전역에 

는 지금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 르 고  있고 초 

대교희의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교회가 아직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곧 훈련된 지도자와 

전문화된 일꾼들의 양육이다.

현재 중국에는 13개의 공식적인 신학교와 그 

외 몇 개의 성경학교가 있을 뿐，교회일꾼들을 

양육하는 터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신학훈련 

을 받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학할 신학교 

가 없다. 몇 안 되는 신학교들도 교수진과 도서 

및 기타 시설들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좋은 

스승을 찾아도 만나기 어 렵고，좋은 신앙서 적을 

구해도 얻을 수 없으며，좋은 배움터를 원해도 

갈 길이 없는 것이 중국기독청년들의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교회의 상황은 전 

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의 

헌신과 사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경우도 역시 그러했다. 대학교 4학년 시 

절에 주님을 영접한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설 

교자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했다. 물론 이것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러 

한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어야 

했는지 몰랐다. 토요일 저녁 한밤중에도 완성되 

지 못한 설교원고를 붙잡고 전전긍긍할 때，때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그 어디론가 사라져버 

리고 싶었지만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저주하며 괴로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실 

제로 중국에서 때 이르게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된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중도에 변질되고 곁길을 걷는 경우 

가 비 일비재하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훈 

련과 사역훈련을 받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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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들 중 어떤 분은 중국 현지인들의 믿음과 사역의 성숙보다■도 오히려 오랫동안 
꿈꾸어 온 자신의 비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어느 삼자교회 예배 모습)

졌을 것이다.

한국의 기독청년들을 바라보며 중국기독청년 

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 훌륭하고 실 

력 있는 목사님들과 신학교수님들이 한국 교회 

에 운집해 있고, 수많은 신학교들의 대문이 활짝 

열려있으며，기독교서점 에 들어서면 너무나 많 

은 신앙서적들이 오히려 무엇부터 읽어야 좋을 

지 모를 행복한 고민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 아닌 

가!

정확한 처방이 필요
94년 한국의 모 교단에서 천안문광장의 집회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아까운 돈만 허비해

버린 사건은 아직도 기억이 생 

생하다. 수 만명의 출석교인을 

자랑하는 서울 K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시하여 100명이 넘는 

기독실업인들이 천안문광장 

집회를 위하여 베이징을 방문 

했다. 그러나 중국현실에 대한 

무지와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인해 천안문광장 집회는 결국 

그들이 지불한 수백만 불의 돈 

과 함께 탁상공론이 되어 버리 

고말았다.

나는 현재 중국 교회 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또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는 곧 

효과적인 지도자 양육사역이 

라고 생각한다. 천안문광장의 

집회는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없어도 중국 

교회의 발전에는 0ᅵ무런 영향 

이 없다. 그러나 지도자의 양 

육은 중국 교회 발전의 승패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역이다. 물 

론 한국 교회도 이미 이러한 지도자양육의 중요 

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교회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중국 교회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라고 생각된다. 지 역적으로 가까 

울 뿐만 아니라 문화와 외모까지 공통점이 많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 

에 대한 한국 교회의 뜨거운 열정이다. 때문에 

나는 주께서 지금 중국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국 교회 에 주셨다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중국 선교사역을 위해서 나는 한국

18 중국을 주께로 1999/1 « 2



교회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시각차이의 교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중국선교 

가 더 이상 선교학에서 말하는 어떤 이론이나 또 

는 한국 교회 의 수요나 반드시 한국 교회가 모든 

것을 지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탈피하여，중국 

교회의 현실문제에 입각하여 협력과 섬김의 차 

원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선교사역에 우선되어야 할 대전제라고 생각된 

다.

이러한 전제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효과적 

인 방법들은 얼마든지 개발될 수가 있는 것이다. 

캠퍼스사역이나 신학교사역 , 주일학교사•역이나 

또는 문서사역 둥둥 수많은 사역들이 훌륭한 일 

꾼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사역이 

앞서 말한 그러한 대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선교사나 한국 교회가 

다 해버 리는 것이 아니라，중국 현지인들을 지도 

자로 세워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섬 

기는 것이다.

여기 에서 나는 한국 교회 에 한 가지 제안을 드 

리고 싶다. 특별히 웅장함을 자랑하는 대형교회 

들과■교단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다. 한국 교회가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반드시 양보다 질을 중시해야 한다. 또한 

비전 있는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사 

역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 길이 

중국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첩경일 것이다. 혹자 

는 초청양육사역이 실패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초 

청양육의 실패의 가능성은 언제나 파송된 선교 

시들의 선교사역의 실패의 가능성과 동등하다 

고 생각한다. 오히려 승패는 초청된 현지 인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양육과 훈련에 달려 있는 것 

이다. 비전 있는 현지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선진 

국들의 신앙과 신학과 사역의 모든 것들을 폭넓 

게 섭렵하고 익히게 하여，중국으로 돌아가자국

의 교회를 건설하고 필요한 일꾼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이야말로 중국교회가 

하루빨리 선교사들의 사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날들이 속 

히 다가오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또한 그날 

의 여명이 밝아올 때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고마워하듯이 한국 교회의 희생적 

인 사역에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이다.

결언
어떤 의미에서 선교란 더이상 선교사역이 필요 

하지 않도록 그 민족，그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교의 참된 열매，최종의 

열매는 아마도 현지인들의 믿음의 성숙과 사역 

의 성숙일 것이다. 선교지 교회들의 지도자의 

성숙도는 선교사와 선교국의 선교사역을 평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중국을 위해 10개의 대형 교회건물을 세워주 

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10권의 주옥같은 신 

앙서적을 보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또한 

10권의 신앙서적의 보급보다도 더욱 효과적이 

고 중요한 사역은 10명의 훈련된 지도자를 양육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 

하게 여기며 또한 한 영혼을 통해 중국의 13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랑과 인내의 선교 ᅳ 이것이야 

말로 주님께서 이땅에서 보여주신 선교의 참 정 

신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이 무겁고도 중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해내기를 소 

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대한 사명 위에 우 

리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書淸/ 

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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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 밝은 미래僅 위한 뒤될아보가

경험을 통해서 본 중국선교 사역
유진 광

1992년 중국과 정식 수교가 된 지 6년이 지나 이 

제 7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92년 이전에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거나，비밀리 

에 입국하여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국교 

수교 이후 비로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식 

적으로 중국에 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때부터 

신분을 감춘 선교사들도 많은 사람들 틈에 끼 어 

입국하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중국선교에 

뜻을 두고 10년 이상 기도하며 준비한 일꾼들도 

있었다. 어 떤 사람은 갓 무너진 동구권의 영향으 

로 공산권 선교에 관심을 갖다가 중국선교에 동참 

하게 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지금도 하나님께 

서는 중국선교의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갖게 하 
셔서 중국을 품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 

나게 하신다.

이제 6살밖에 안 된 우리의 중국선교를 평가하 

기 에는 아직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특히 IMF 이후에는 우리의 선교를 평가 

해보려는움직임이 많이 생기는 것을보면서 조심 

스러운 생각이 앞선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선 

교사의 중국 사역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견해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많은 내용은 그대 

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그 중에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잘 이해하 

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많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중국선교의 단계를 살펴 

보아야 한다.

그첫 번째형태로 우리의중국선교는먼저 ‘조

선족 선교’ 라는 관문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것 

은 그동안 조선족 모국 방문을 통해 그들과 연결 

되어 있는 길들이 있어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 

었다. 게다가 외국인이지만 현지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바로 사역을 시작 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역자가 중국 

선교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선족을 복음화한다면 

그들은 중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므로 장차 중국 

선교에 훨씬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런 생각 

속에 많은 사역자들이 조선족이 주로 거주하는 동 

북지방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었고，조선족 복음 

화가 곧 중국복음화란 큰 꿈도 갖게 되었다. 이 
형태의 사역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선족 자체를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 형태는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그 동안 

현지에서 꾸준히 한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기 시 
작한 선교사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면서 생기게 

되었다. 즉 한족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조선족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직접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 피나는 배움의 시 

긴들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다양한 사역의 형태가 

생겼으며 그것이 조금씩 정착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있다.

세 번째 형태로는 우리 나라에서 ‘미전도종족’ 

선교에 관심을갖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런 경향이 

중국에 있는 많은 미전도종족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런 비전을 가진 선교시들은 먼저 공용 

어인 한어를 배우기 위해 해안의 대도시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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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는 완벽한 모습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하고 있다.
(사진은 동북 삼성의 어느 처소교호I)

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95년 

부터 외국인의 내륙도시 체류 

가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내륙 

에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접근 

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되었 

다. 이는 아직도 많은 제약이 뒤 

따르고는 있지만 중국 내의 소 

수민족 선교에 새로운 장이 열 

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 

에 힘입어 그동안 준비하며 길 

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많은 선 

교시들이 내륙 도시로 들어가 

서 정착하며 주위의 미전도종 

족 파악과 연구，소수민족 언어 
습득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세 가지 사역의 형태가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본격적인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이 런 과정을 거치 면서 중국 선교는 다른 선교지 

와는 다른 특이한 몇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로는 대부분의 선교사가 비교적 비슷한 시 

기에 입국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단점이란 현지의 상황을 인도하 

고 이끌어 주는 선배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 

지 상황이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채 여러 가지 일 

을 벌여놓고는 그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든 

지, 선교사들 사이에 사역이 중복되어 갈등을 겪 

게 된다든지，서로 경쟁하면서 배타적이 되어 주 

위의 많은 사람(특히 현지인)이 상처를 입게 된다 

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람이 가는 여러 곳에서 처음에 일 

어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 러한 현상이 고착되느 

냐 아니면 개선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최근 중 

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사이 에서는 이 러한 문제 

들이 스스로 제기되，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서로 

협력하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장점 이 될 수 있다. 어떤 선교지 에는 고참 선 

교사가 있고 서 열이 정해져서 건설적인 조정조차

도 할 수 없고，짜여진 틀대로만 움직여야 하며， 

기득권만을 주장하여 협 력 이나 개선과 같은 일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이런 협력의 시도는 중국 내의 한국인 선교 

사만이 갖는 특이한 점이며 한국 선교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 속에 있는 

나라라는 점 이다. 그에 반해 우리 나라는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 잘 알려지 

지 않았다. 물론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의 의 식구조나 생활습관 가치관과 같은 부분에 대 

해서는 수교 직후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특히 문화혁명을 겪은사람들을 이해하기란 더 어 

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공산국가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에 많은 긴장을 느끼게 한다. 

조금만 실수하면 당장 공안이 와서 조사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조금씩 시 

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각보다는 많은 자유가 있고 사람들을 만 

나보면 마음이 열려있고 심지어는 정부에 대해 비 

판하는 소리까지 들으면 지금까지의 생각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 
롭게 느껴지면서 적극적으로 사역에 이르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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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국 g a , 그 밝은 미래置 위안 뒤둘야보기

중국내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이B은 주로 변방지역에 살고 있다.
(사진은 마오족 사람B이 복음 테이프醫 제작하는 모습)

면 하루아침에 제재를 받고 어 

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늘 사역의 긴 

장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과 인 

내하며 은밀히 수고하는 것에 

는 우리 선교사들의 훈련이 부 

족한 것 같다. 우리는 늘 오래가 

기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이 

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 

도중국사회 에살면서 배운것 

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주님은 

선교사의 연약한 점을 가장 잘 아신다. 그러 면서 

도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 그러나 먼저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바꾸시는 일을 먼저 하 

신다. 많은 선교사가 중국에서 인내하는 것을 배 

우고 *만만디’ 의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점점 선교가 

단시 일 내 에 되는 것이 아닌, 많은 수고와 땀이 필 

요하다는 것，그 가운데서도 특히 성령의 도우심 

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서 배우게 되고 고백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 

지 중국에서 이 러한 기초적 인 것을 익히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선교사는 완벽한 모습 

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듬어져 가는 자 

인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인 선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중국 

에 대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보아야 

한다.

한국 선교사는 대부분 군복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최근 역사를 통해서 군사문화를 겪어왔다. 

중국은 공산국가이며 군사문화의 바탕에서 움직 

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경험은 중국 현

지를 이해하고 적응하기에는 매우 좋은 배경이 된 

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는 70년대부터 사회의 격변 

기를 겪어왔다. 이것은 이농현상과 무작정 상경하 

듯 도시로 몰리고 있는 중국의 사회，경제분야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르는 흐름과 문제를 읽을 

수 있다. 우리가 겪어 보았기 에 그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우리 또한 현지의 열악한 환경을 잘 견딜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중국 선교를 위한 좋은 자산 

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교회는 최근 들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 

다. 그리고 현지에는 이 에 따른 많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의 필요를 채워 주기에는 아직 

도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중국은 너무나 넓다. 따라 

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현지의 필요를 알아 
야 할 것이고，이 에 따른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을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 첫째로는 늘어나는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가 필요하다.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며 

한국 선교사 가운데 에는 제자훈련과 지도자 사역 

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또한 이것은 현지의 필 

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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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가정교회 지도자사역은 시간이 경과되면 졸업 

생들의 모임 이 형 성 되고 그들을 돌봄이 필요하며， 

이것은 결국 교단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될 가능 

성이 많이 있다. 따라서 사역 초기에서부터 이러 

한 점을 염두에 두어 신학교에 의해 여러 교단이 

생기고 현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 

게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문서의 필요성이다. 우리 나라가 70년 

대부터 교회의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된 요인 가운 

데는 제자훈련의 붐과 아울러 양질의 신앙서적과 

성경공부 교재，신학서적이 많이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 

는데，양적 인 증가와 울러 문서는 질적인 성장 

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독교 

가 외국의 종교라는 이질감을 느끼 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서 전달을 하는 단계，현 

지의 필요에 따라 문서를 번역하고 보급하는 단 

계，현지인의 삶과 공감을 느끼게 하는 문서를 만 

들고 보급하는 단계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문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는 것만큼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물론 이 사역에는 특 

별한 은사와 경험과 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일에 

많은 관심과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어 린이 사역이다. 중국 종교법 에 따르 

면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는 복음을 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이에 따라 교회 주일학교가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관계로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 린이 복음전도를 어 떻게 해야 할 지 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현지 교회 가 

운데에는 이 러한 필요를 느끼 기 시작했고 또 앞으 

로도 많은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른이 

되어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어릴 때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평생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우리는 잘 

안다. 따라서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준비와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야 할 것 

이다.

넷째로는 대학생 사역이다. 한국의 경우에서 대 

학생 사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중국 

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 일을 많은 사역자들이 하 

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와 같은 수준의 공식적

인 대량 운동의 형태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개인 전도된 학생들이 지속적으 

로 양육되고 재생산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맞는사역의 모델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소수민족 사역 이다. 중국 내 에는 55 

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미전도종족 개념으로 보면 

3000여 개가 있다는 보고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민족이 살고 있는 지 역은 대부분 변방지 역이 

라서 중국 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다. 그리고 이 지 역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많기 때 

문에 개인적인 접촉을 통한 전도를 통해 전파가 

가능한 지역이다. 최근 몇몇 부족에서 이러한 시 

도가 생겼다는 소식은 접하였지만 각 지역의 환경 
과 민족 특성에 맞는 사역의 모델이 앞으로 더 나 

와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복지사역，지 역사회 개발, 의료사역, 

전문인 사역 등 많은 형태의 사역을 하고 있고 이 

러한 형태가 현지에 고착되고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도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야겠 

다. .

끝으로 중국 선교에 대한 제안이라면 우리의 

중국 선교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교회와 선교의 오랜 역사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선교는 다 갖추어야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먼 미래를 보아야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 

듯이 중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선교의 동반자로 생 

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르침，행동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처 럼 군림 

할 수 없다. 우리가 더 많이 안다고 일방적 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세우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인내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교회에 대한 위치를 새 

롭게 해야 한다. 주님 앞에서 모든 열방이 나아와 

찬양드릴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유진^/중국 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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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국 g a ，그 밝은 미래톨 위안 뒤돌아보기

^ l o x  지 보 하 고

-한중수교 o ᅵ후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를 돌아보며-

유관지

필자는 본지를 통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역사 

구분에 대해 두어 차례 언급한 일이 있는데 2000 

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정 리해 보고자 한다.

제1기는 1912년(또는 1913년)에서 1957년까지 

로 착수기라고 할 수 있다.장로교는 1912년에 총 

회를 조직하면서 중국선교를 결의한다. 이 결의에 

의해 1913년부터 선교시들이 파송되어 선교활동 

을 하다가 중국 내부의 혼란과 공산화로 선교활 

동이 중단되었다. 제1기의 끝을 1957년으로 잡은 

것은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인 

방지일(方之 B) 목사가 1957년에 귀국했기 때문 

이다(감리교의 장죽섭(張竹變) 목사가 1970년까 

지 베 이징 에 있었으나 이분의 선교활동 대상은 재 

중동포였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6 • 25 당시 거제도와 부산 

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 수용되어 있던 중공군 포 

로들을 상대로 한 전도활동이 있었다. 이 일을 위 

해 수고를 많이 한 분은 “한국 반공포로의 아버 

지”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볼켈(Harold Voelkel 

한국이름 玉鏡烈) 선교사였다.

제2기는 1956년에서 1978년까지이다.

이 때는 중국이 공산화되었고 문화대혁명의 폭 

풍우가 중국 교희를 강타해서 중국에 들어가 선 

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종의 휴지기(休止期)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때 한국교회는 중국선교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1956년에 극동방

송이，1973년에는 아세아방송이 세워진 일이다.

1956년에 설립된 극동방송은 초기에는 저녁 7 

시 30분부터 9시까지 중국어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은 심야와 새벽에 두 차례 재방송이 되었다. 

이 때 중국어방송을 담당했던 분은 버그스트롬 

(Thyra Bergstrom 한국이름 朴壽敦) 선교사였다. 

현재 극동방송의 중국어 선교 프로그램은 대부분 

홍콩(香港)과 타이완(臺灣)에서 제작되어 오는데， 

이 때는 한국 땅(인천)에서 직접 제작되고 송출되 

었으니 어떤 의미 에서는 이 때가 더 발전했었는지 

도 모른다.

버그스트롬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사의 아들 

로 태어났는데 내외가 중국어에 능통해서 말하는 

것만 듣고서는 이들이 미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식 

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극동방송의 러시아 방송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많은 반응이 있었으나, 중국어 방송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었다. 1950년대 후반기 중국 내부의 형 

편이 교인들이 외부로 편지를내보내기 어려웠었 

기 때문인가, 아니면 반응을 유도하지 않았기 때 

문인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아세아방송은 처음부터 중국선교 방송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아세아방송이 제주에 설립 

된 이유는 중국(특히 상하이(上海))에서 제일 가 

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1974년부터 아세아방송에 근무했는데， 

이 때는 중국을 비롯해서 공산권에 선교방송을 한 

다고 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반응이 없었 

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79년부터 폭발적 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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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접하고 ‘내가 참 놀라운 일을 하는 방송사에 
서 일하고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 
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 되는 경우가 많다.

제3기는 1979년 중국의 개방 정책으로 중국 교 
회와 접촉이 가능해진 때부터 현재까지이다. 재 
개기(再開期)라고 할 수 있다.

제3기의 1단계는 1979년에서 1980년대 후반까 
지이다. 이 때는중국  선교가 일종의 지하특수 
선교의 양상을 보였고 아세아 

방송이 주요 채널이었다. 그리 
고 북방(당시 용어는 공산권)

여러 나라 가운데서 중국선교 
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산권 

선교는 곧 중국선교를 의미했 
다.

2단계는 1986년부터 1992년 
까지이다. 1986년에 아시안 게 
임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대규 
모의 중국선수단과 임원진，보 
도진이 서울을 찾았고，이 어 88 

올림픽이 열리고 한중수교가 
이뤄졌다. 이 때부터 중국선교 
가 보편적인 일반 선교의 하나 
로서 성격을 바꿨고선교의채 
널이 다양해졌다. 이 무렵에 러 
시아가 빠른 속도로 개방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중국에 몰두해 있던 북방선교 일꾼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러시아쪽으로 많이 유출되 었다.

3단계는 1992년 한중수교로부터 지금까지이다. 

이 때부터 중국 왕래가 가능해져서 비록 직접선 
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지 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IMF 한파를 겪게 되었고 
중국의 경제력이 급격히 부상하기 시작하여 선교 
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제3기 

의 세 번째 단계를 되돌아보는 것은 중국선교가

어 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 떤 방향으로 나까갈 것 
인가를 가놈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해 발표되는 글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 
다. 밖에서 중국선교계(界) 내부를 보면서 하는 
말들도 칭찬보다는 꾸지람이 많다. “동지” 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들도 끝에 가서는 자성(自 省)이 많 
은 부분을 차지하며 결론을 대신한다. - 선교대상 
이 조선족으로 편중되어 있다，선전에 치중한다， 
선교대상지 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특히 기본 

항목인 언어구사능력이 구비되 
어 있지 않다，선교를 받는 쪽보 
다 선교를 하는 쪽을 위한 선교 
이다，물질중심의 선교(Money 

Mission)이다，선교윤리가 확립 

되어 있지 않다, 창구가 통일되 
어 있지 않다，삼자교회와 가정 
교회에 대해 양극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둥둥.

채찍은 유익한 것이다. 그러 
나 채찍질이 습관적인 것이 되 
어서도 안 되고 자학( 自 虐)이 
되어서도 안된다.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재개 
될 무렵부터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필자의 입장에서 말하 
라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제3기의 20년，짧은 기간에 장 

족의 진보를 이룩하고 있다. 이 말이 실감이 나도 
록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재개 무렵에 있었던 필 

자가 저지른 두 가지 에피소드 둘을 소개하고자 
한다.

1979년 4월부터 재중동포 크리스천들의 편지가 

아세아방송 앞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성 
경을 보내달라는 것과 이산가족들을 찾아 달라는 

것이다. 이 편지들을 소화하는 프로그램，다시 말 
해 재중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할 필요가 생겼다. KBS 사회교육방송에서는 이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타이틀이 
“북간도 동포에게” 였다(지금은 “보고싶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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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채찍은 유익한 것 
이다. 그러나 자학이 되 
어서는 안된다.
(사진은 중국의 어느 한 
인교회 예배 모습)

듣고 싶은 목소라’ 로 바뀌 었다).

아세아방송은 1979년 가을에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만주 동포에게” 라고 했다. 중국에서 
는 ‘관 주 ’ 라는 말을 아주 싫어한다. 만주국(滿洲 
國) 시절을 이야기할 때는 위만(偽滿) 시절이라고 
한다. 그것도 모르고 프로그램 제목을 이렇게 정 
한 것이다. 재중동포들이 편지를 통해，또는 중국 

여행자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불쾌감을 표시했으 
나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인텔리 재중동포 
의 “서울에 사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송하면서 
‘경성(京城)동포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항 
의를 받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즉시 “중국동포에게” 로 바꿨다. 그 뒤로는 “저 
북방 얼음산과” ‘나의 살던 고향은” “먼 땅 좋은 
기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며 운영되어 오 
다가 1993년에 아세아방송 제주본부에서 이 프로 
그램을 직접 제작해서 송출하면서 “여기는 제주 
도입니다” 로 고정되었다. 이런 엄청난 과오 때문 
에 필자는 지금까지도 ‘•만주” 라는 말을 들으면 닭 
살이 돋는다.

또 하나는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1984년에 

있었던 일이다. 홍콩의 중국교회연구센터(소장 
조나단 차오 목사)가 펴 낸 「중공의 기독교정책」 
을 역간하는데，당시만 해도 이런 책을 온전하게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다. 아 
세아연합신학대학에 재학중인 화교 한 분을 비롯 
하여 크리스천 화교 신학생들 몇 분이 초역을 하 

고 필자가 원문과 대조해 가면서 교열을 했다. 원

문에 범제강(梵帝岡)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을 아는 분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원어 그대로 넣어 버 렸다. 신의종(信義宗)도 마찬 
가지 였다. 그런 상태로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극동방송의 중국어방송 책임자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에게 물으니 하나는 바티칸이고 또 

하나는 루터교란다. 인쇄기 스톱! 당시는 활판 인 
쇄라고 해서 납 활자를 가지고 조판을 해서 덜컹 
덜컹 인쇄를 하던 때였다. 활자를 급히 바꿔 넣고 
인쇄를 계속했다.

중국선교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말 

을 듣고 있는 극동방송에서 실무책 임자에 의해 빚 
어진 이 촌극은 당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얼 
마나 엉성하고 미숙한 것이었나를 상징적으로 보 
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얽힌 이야기 셋이 더 있다.

하나는 제목을「중국의 기독교 정책」이라고 할 
엄두는 내지 못 하 고 「중공의 기독교 정책」이라고 
했다(원 문 도 「中共對 基督敎的 政策」이기는 했 
다). 그 때는 “중국” 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가 없 
었다. “중국” 이라는 말은 90년대 들어서야 비로 
소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그 때만 하더라도 이런 책을 내도 무 

사한 것인지 자신이 없어서 꽤 유력하다고 알려진 
교계 인사 한 분의 이름을 빌어서 출간을 했다.

마지막 하나는 당시 한국 교회 에는 중국선교 붐

26 중국을 주께로  1999/1 • 2



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책이 매우 많이 팔릴 줄 알 
고 만 권을 인쇄했다. 그런데 팔린 것은 육백 권 
남짓 되었다.

불과 십여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살펴보 
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지금은 얼마나 성숙해 

지고 성장했는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 
다.

한 중 ^교  이후 중국선교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선교대상이 재중동포에서 중국과 중국인 
(漢族)들로 바뀌고 있다. 중국선교를 주제로 한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들도 과거에는 재중동포 선교 
문제를 많이 다뤘으나, 이제는 중국의 종교정책 
과 중국선교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필자는 시간이 
허락되면 중국선교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들 
의 경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산출 
해보려고 한다.

둘째，중국 내 소수민족 전도와 한 지역을 집중 
조명하며 선교적인 분석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아직은 전문적인 연구가들이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도 소수민족 선 
교에 착수하는 분들이나 특정지 역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수준 높은 책자와 정기 간행물들이 꾸준 
히 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중국

을 주께로」이다. 타문화권 선교 
전반을 다루는 선교잡지 몇이 
나오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간 
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우 
리의 실정인데 열악한 제작여 
건 속에서 중국이라는 한 나라 
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 

준 높고 깔끔한 잡지를 정해진 
때에 거르지 않고 발행할 수 있 
는지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현 
재 성령이 가장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는 분야가 바로 중국선 
교라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도 
확인하곤 한다.

중국복음선교회 에서 반년간 
(半年刊)으로 발행하고 있는 논 

문집「중국교회와 선교」도수준높은글들로중국 
선교가 나갈 길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넷째,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었다. 전에는 중국 
선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되지 않았 
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중국선교를 외치 
고 있다. 그 가운데는 표피적으로만 알고 값싼 홍 
분을 유도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중국선교의 진상을 알리는 차 
분한 강연을 한다. 이 런 분들을 볼 때마다 후생가 
외 (後生可畏)라는 말을 생각하곤 한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선교를 되돌아 본다니，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신 차리자는 내용일 것이라 
고 지레 짐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 
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성숙하고 진보하고 성장 
했음을감사하자는 것이다. 진심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다시 말해 선정주의 

(爆情主義)가 깊이 있고 차분한 선교활동을 제압 
하는 현상이 있으면서도，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걷기 위해 애쓰며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선교이다. 중국선교 전문기관들의 안내를 받 
으며 한국 교회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 

다.

유관지/목양감리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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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다시 이루어진 

선교 역사를 말하는 것 

이고, 국내에서 이루어 

진 중국 선교 역사는 더 

오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극동방송국의 방 
송선교의 경우 40여 년 

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 필자는 현 

재 국내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중국 선교 상황 
과 중국 선교를 위한 준 
비 역시 ‘선교’ 라는 개 

념을 적용하여 이것들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 다 .

•V8.10.4.5 •衆架̂ ■教會

主

''째"빼
^  一

■국 교회의 중국 

선교는 1913년 장로교 

총회에서 3인의 선교사 

를 중국 산둥(山東)성에 
파송 하면서부터 시작되 
었다. 그러나 1945년 한 

국이 해방되면서 중국과 
국교가 단절되었고 게다 

가 1949년 중국이 공산 
화되면서 해외 선교사들 
을 추방하자 1957년 방 

지 일 목사의 귀국과 함께 
산등성 선교는 막을 내렸 

다.

1979년 중국의 개혁개 
방 정책으로 그 동안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에 전문인으로 들어가 선교 활동 

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92년 8월 24일，드디 

어 역사적인 한 • 중수교가 이루어지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선교 
사들도 여러 가지 신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시작되 었다.

한중수교가 이루어 진지 6년, 이것은 다시 말해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한 중국선교 역 

사가 6년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방송을 통한 중국선교
극동방송은 1956년 인천에서，아세아방송은 1973 

년 제주도에서 각각 개국되었고, 1979년 공동 운 

영을 시작，지금까지 ‘북방선교의 기수’ 로서 활발 
한 방송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복음방송의 전파를 송출해 왔다. 극동방송 
은 100KW의 송출력으로 4시간 30분 동안 중국어 

방송을，아세아방송은 민간방송으로서는 최 대출 
력인 250KW로 5시간 15분의 중국어 방송을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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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양 방송사는 가장 좋은 밤 시간을 이용하 
여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꿀송이 보 
다 단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다. 동북지역은 

물론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 역에까지 폭넓은 가청 
지 역을 확보하고 있는 복음방송은 성경이 없는 성 

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되고 있다. 일부 
가정교회 에서는 일반 중국인들도 쉽게 접촉 할 

수 있도록 편성한 프로그램에 대해，방송 내용이 
너무 진보적 이라는 평을 하고있기도 하다.

이 중국어 방송은 한국，대만，홍콩, 싱가폴, 미 

국，캐나#  등에서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어 점점 
중국어 방송이 어디에서 제작되는지에 대한 지역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 또 최근 들어 극동방송에 

서는 중국 지식층들을 위해 인터넷 선교를 시작하 

였다.

또한 1995년 9월부터 북방선교방송(Trans 

World Radio)이 한국에서 창립되어 중국의 조선 

족과 한족을 대상으로 방송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중국어 프로그램은 홍콩，타이완，호주，그리고 

싱가폴에서 제작되어 100KW의 송출력으로 광에 
서 송출되고 있다. 아시아 지 역 사무실은 싱가폴 

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라디오교 
회” 라고 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라디오교 

회” 란 성경 5권，찬송가, 그리고 방송되는 프로그 
램의 교재 6권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중국 내 필요 

한 곳에 보급하는 전략을 말한다. 중국어판은 지 
난 3년간 약 2만개가 보급되었다.

방송선교는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고，전파를 통 

해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 보급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적인 상황에서 텔레비전 
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라디 
오를 통한 방송선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북방선교방 
송 등에서 송출되고 있는 중국어 프로그램은 다음 

과 같다.

* 극동방송(益友電台 第二台)，중파 1188 KHZ, 보

통어，21:30~02:00

• 아세아방송(益友電台 第一台)，중파 1566 KHZ, 
보통어, 19:00-21:30，22:45〜01:30
* 북방선교방송(環球廣播電台(단파 11,995 

KHZ, 11,670 KHZ, 9,540 KHZ, 9,555KHZ,9,590 

KHZ, 9,820 KHZ, 9,545 KHZ, 9,820 KHZ, 보통어, 

06:00-07:15，17:25~23:30).
(11,875 KHZ, 9,870 KHZ, 광동어，06:00-07:00， 
22:00~ 23:00).

(9,870 KHZ, 조주어, 21:30~22:00)

문서를 통한 중국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는 세 
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그 방법중의 하나가 문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 
라를 확장시키는 문서 선교로 그 효과가 매우 효과 
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84년에 중국복음선교회가，1989년에 중국어 
문선교회가 창립되었다. 이 두 단체는 중국에 관 
한 자료나 교회 소식 둥을 번역하거나 중국에 대 

한 연구 성과물을 출판하여 한국 교회에 중국 선 
교를 알리는 문서선교를 하였다. 중국복음선교회 
에서는 격월간지『중국과 교회』를 발간하다가，최 
근 『중국과 복음』을 발간하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 에서 1990년부터 격월간으로 
『중국을 주께로캡를 발간 9년째 ( 98년 12월 현재 
54호 출간) 출판해 오고 있다. 이 책은 중국 선교 

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중국 
에 관한 풍부한 각종 정보와 중국 교회 소식，중 
국 선교에 관한 생생한 현장이야기들을 실어 출판 

하고 있다.
이 외에 각 기독교출판사를통해『중국선교핸드 

북』，『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중국 
교회의 부활』，『중공의 기독교 정책』,『중국교희 
얼마나 알고 있나?』둥둥 중국교회와 선교에 관련 
된 책들이 현재 60여 종 발행되어 나왔다. 1995년 
당시만 해도 10여권에 불과했던 중국선교 관련도 
서가 6배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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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로 번역，출판하여 중국인에게 전해지거 

나 중국인 제자훈련 교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매우 미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중 

국어로 번역，출판 된 책으로는 몇몇 한국 목사님 

들의 설교집이나 간중집으로 현재 10권이 채 안 

된다. 지금도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집과 간중집을 

번역하고 있는 팀이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또한 중국인 제자훈련 

을 위한훈련교재나 신앙서적을동아•시아선교 

회 , 대학생선교회(CCC), 대학생성경 읽기선교회 

(UBF) 등의 선교단체 에서 중국어로 번 역 혹은 출 

판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이미 중국어 성경과 전도지, 

성경강해집 둥을 전문적으로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는 홍콩의 복음증주협회 (CCL)와 1995년부터 협 

력하여 문서전달 사역을 하고 있다. 복음중주협 

회의 도서들을 한국에서 공급받아, 한국에서 중국 

에 들어가는 인편을 통해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중 

국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성경책 전달사 

역은 이 밖에도 모통이돌선교회와 오픈도어선교 

회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선교연^사역

중국선교에 앞서，우리는 먼저 중국을 연구, 이해 

해야 한다.『중국교회와 선교』(96년，창간호)에서 

한윤숙 간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주로 많이 연구 

된 중국선교 주제 및 분야는 다음과 같이 7개 가 

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신교의 중국선교 역 

사’ ，‘중국 공산화 이후의 교회 상황’ , ‘중국 공산 

당의 종교정책’ , 개혁 개방과 중국선교’ , ‘조선족 

선교’ , 한국의 중국선교’ ，‘전문인 선교’ 등이다.

이런 연구가 있었기에 과거 서구 선교사들이 범 

한 시행 착오와 문제점，실패 요인이 무엇인지 분 

명히 알고 현재 한국의 중국선교 활동에 대한 비 

판적인 반성을 가능케 했다. 뿐만 아니라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중국 교회의 실제를 구성하고

있는 삼자교회，가정교회 상황과 공산당의 종교정 

책으로 인한 제한과 장애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 선교가 보다 효과적 

이고 중국의 필요에 부g•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사역은 주로 극동방송, 중국복음선 

교회, 중국어문선교회，중국선교사•，그리고 신학 

교(선교학 교수 혹은 석박사 학위 논문) 둥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인천 중국선교연구협회에서 한국 교회 초 

창기부터의 산동선교 역사가 연구되었다. 최근 들 

어서는 중국 동북삼성과 베이징(北京)，칭다오(靑 

島)，따렌( * 連) 둥에 있었던 조선인 교회들의 역 

사가 연구되고 있다.

또한 중국복음선교회는 격월로 중국선교세 미나 

를 개최하여 정보를 나누고 있으며，1996년 부터 

『중국교회와 선교』(半年干IJ)라는 전문 연구지를 

통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어 문선 교회에서는 비정기 적으로 중국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그 동안『중국을 주께 

로̂ 를 통해 발표되었던 자료를 정리하여 인터넷 

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사역은 한국 교회와 중국선교에 관 

심을 갖고 있는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중가시켰 

고，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또한 변화하는 중국사회 에 다양한 선교 

방법들을 제시했고，중국선교를 반성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편중된 연 

구주제，연구자료와 전문적인 연구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AAP 내에 ‘종족과 도시선교연구소’가 신 

설되었고, 한동대학교에서 인터넷에 ‘가상연구 

소’ 를 3월부터 개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OAS.handong.edu). 이 두 기관의 연구 성과를 

기대해 본다.

중국선교훈련원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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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교사들이 훈련과 준비 없이 열정만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선교하다가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 

를 경험했다. 대부분 언어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 

문에 조선족 대상의 선교가 이루어졌고, 프로젝트 

성 위주였다. 조선족 선교에서 한족선교로 전향할 

필요성을 절감한 중국어문선교회는 1992년 9월, 

중국선교훈련원을 시작하였다. 지난 6년 동안 90 

여 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고，현재 제13기 훈련 

생 10여 명이 훈련받고 있다.

전체 훈련기간은 6개월이지만 강(强)훈련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6개월 동안 3학기로 나누어，선 

교중국어 학습을 집중으로 하는 국내에서의 15주 

간(1，2학기) 훈련이 끝나면，9주간의 현지적응 훈 

련(3학기)으로 들어간다. 현지의 대학과 연결하여 

언어 연수를 함과 동시 에 중국의 문화，생활감각을 

익히는 것이다.

중국선교훈련원은 1년에 두 차례(1 월과 6월) 훈 

련생을 모집하며，매기마다 10여 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교회나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 

가 위탁하는 장 • 단기 선교사，중국선교에 부름받 

은 예비선교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995년에는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기관으로 중 

국선교사훈련원이 시작되었다. 매년 10월부테1 

월까지 두 달 간 신입생을 모집하며, 논술과 면접 

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중국선교에 소명이 확실 

하며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로서，일반 

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이거나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특정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자는 이 훈 

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훈련원을 수료한 사람 

에게는 홍콩의〈중국선교신학원(China Mission 

Seminaiy)) 이 인정히는 인준 학위를 수여하고 있 

다. 현재 20여 명이 배출되었고，15명 정도가 훈련 

을 받고 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사역 실습이 필수 교과목으 

로 이수하게 되어 있어서，2년의 훈련기간 중 4회 

에 걸쳐 중국 현지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 또한 

중국선 교사훈련 원에서는 졸업생들이 선교지를 

선정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 선교훈련원으로 한국선교훈련 

원(GMTC)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TD, 성광 

전문인선교훈련원，총회세계선교회 (GTS)훈련원， 

연합선교사훈련원 (MTI)，한부선 선교훈련원 

(MT0, 예수전도단 예수제자훈련학교(DTS) 등이 

있다.

좋은 교회，선교단체가 훌륭한 선교정책을 갖고 

사역을 하여도 궁극적인 선교의 성패 여부는 선 

교사의 자질에 달려 있다. 군사로 부름받은 헌신 

된 선교사 후보생들을 잘 선발하여 적합한 훈련 

을 받게 한 후 파송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방한중국인 선교사역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0년에 수많은 중 

국교포가 친척 방문차 한국에 들어왔고，1994년도 

부터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연수생이라는 이름으 

로 대거 입국하였다. 최근들어 한국 경제 위기로 

중국 노동자들이 조금씩 귀국하고 있는 추세이지 

만 아직도 6,7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에 남아있다.

방한 중국교포 사역은 처음 중국어문선교회 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도에 중국 한약에 수 

은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 있다는 보사부 발 

표가 신문에 보도되자, 하루아침에 한약의 판로 

가 막혀 돌아갈 여비조차 없어 조선족들은 시청 

앞에 모여 추위 에 떨고 있었다.

매스컴을 통해 중국 교포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 교포들에게 그리스도 

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 1990 

년 11월초 선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본격화하였다. 몇몇 교회와 협력하여 정동 CCC 

회관에서 중국교포를 초대하고 식사대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발전되었다. 매번 150명- 

200여 명이 참석하였고，참석인원 3분의 1 가량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신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결신자들을 중심으로 신림동에 마련한〈사 

탕의 집〉에서 일정기간 동안 합숙하며 훈련하는 

제자양육 사역을 4년간 실시하였다. 그 결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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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의 집〉을 거쳐간 중국인은 150여 명이며，본국 

으로 돌아간 이들 중 중국 교회 지도자가 된 자도 

있다.

1994년부터는중국교포들의 친척방문이 어려워 

지면서，중국 노동자들이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중소기업에 취업 차 대거 입국하였다. 대부 

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설날과 추석 명절에 ‘*방한 중국인 

초청잔치”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초청해 8차에 걸 

쳐 집회를 가졌다. 이 사역은 한국의 화교 목사님 

들과 협 력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추석에도 중국어문선교회，동숭교회，재건 

교회가 연합하여 동숭교회 본당에서 2일 간의 중 

국인 초청잔치를 했다. 중국 유학생，노동자 220 

여 명이 참석하였고 이들중 다수가 예수들 영접하 

는 등 성황리 에 잔치를 마쳤다. 현재 방한 중국인 

을 위해 주일집회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에만 10 

여 곳, 안산，인천，안양, 성남，대전，부산，광주， 

이리 등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천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중국배 에 올라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승선사역이 중국 

어문선교회 인천지부와 외항선교회와의 협 력으 

로 매주 2회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 교환 학생. 유학생，교환교 

수 등 중국 지식인들이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 

나 이들을 위한 선교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 중국 

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 

고 있으나 중국어로 능히 사역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다. 방한 중국인 선교를 위 

해 중국어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훈련이 급선 

무이다.

성도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국내사역

흔히 중국선교라 하면 선교사가 직접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선교가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고 할 때，우리의 시각 

은 좀 더 전 방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도 복음전파가 자유롭지 못한 중국현실을 감 

안해 볼 때 국내에서의 중국선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역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선교，문서선교， 

연구사역，훈련원사역, 방한중국인 선교사역 둥 

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선교 행정사역, 중보기도 사역, 선교 동원사역 등 

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여기 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국 교회가 문서선교와 연구 사역을 더욱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문서사역자와 연구 

원을 양성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투지를 해야 한 

다. 문서선교와 연구사역은 그 효과가 단 시 일 내 

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인내가 필 

요하다.

또한 중국선교훈련원을 개설하여 전문적으로 

중국선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런 훈련 

에 지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아무런 준비 없이 

열정만 가지고 무작정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가 

많이 있다.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 

긴 한데，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파송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권면해야 한다.

방한 중국인 사역은 그래도 사역의 효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역에 비해 지원과 후원이 

잘되고 있는 편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 대학에 

있는 교환교수나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중국지 

식인 선교에 좀 더 주력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중국선교 사역 

은 계속 부흥，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터나 아직도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역도 ‘중국선 

교’ 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내 사역과 국내 사역자에 대해서 성도들의 인 

식이 전환되어 국내 중국선교 사역과 국내 사역자 

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격 

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는 더 힘차게 이루어질 것이다.

석은혜/본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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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회 현주소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3)

4 카교최의 신古!
주피득

국 삼자교회는 어떠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 

는가?’ (중국삼자교회 지도자들은 삼자교회라는 이 

룸으로 그들의 교회나 교단을 부르는 것보다 중국 교 

회 혹은 중국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 

한다. 그러나 삼자교회가 중국 내의 중국 교회 전체 

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편의상〈삼 

자교회〉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 문제는 한편으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리 단순 

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는 문제이다. 삼자교회의 신학 

사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전통사상 

과 중국공산당의 종교정 책과 삼자애국운동의 배 경을 

간단히 살펴본 뒤, 그 신학 자체에 대해 논하기로 하 

자.

I. 중국교회 인익영성의 배경

현대 중국의 삼자교회나 독립 가정교회가 중국 전통 

적 사상가들로부터 그 무엇을 직접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신학시성•을 형성했다고 볼 필요 

는 없으나，신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의 사고 

방식과 사고구조 자체는 수천 년 간 이어 온 그들의 

전통사상과 문화적 배경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사회환 

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삼자교회 신학의 경우 직접적인 人태의 배경 

이 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종교정책이다. 독 

립 가정교회의 신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강한 영향 

을 준 사상은 현대중국의 토착기독교회 지도자들의

사상임을 알지만，옳든 옳지 않든 그 어느 쪽 교회의 

사람들 모두 중국 전통사상과 그들의 민족성과 기질 

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어느 계통 사람들이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 

국의 정치환경에까지 사회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 

직 • 간접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학 

자체가 곧 성경 자체는 아니며，신학 자체가 곧 우리 

들의 문화를 통해서 나온 사고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는 더욱 그렇다.

A. 중국 전통사상

중국은 고산과 고원，대 사막과 해양에 의해 폐쇄되 

고 고립된 지 역과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한 대륙의 땅 

을 가지고 있어서 자아 중심적인 세계관과 내부지향 

적인 철학A]상이 형성되었으며，인간과 인간의 관계 

및 내세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Af상이 생겨나게 되 

었다. 더욱이, 거대한 농경사회하에서 인간의 힘으로 

는 어쩔 수 없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후와 계절 

의 변화를 포함한 자연의 이치 앞에서 조화와 순응의 

이치를 터득하여 천인합일(天A合一)의 시성■가운데 

서 중용(中 庸)과 조화를 중시하는 사상이 중국 사상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춘추말기 시대인 기원전 6세기경 중국은 노예사회 

에서 봉건사회로 전이(轉移)과정에서 기존가치와 질 

서에 대한 일대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때 지역 

붕건제후의 정치적 야심은 새로운 질서와 가치추구 

와 함께 다양한 시상의 출현을 낳았다. 중국 전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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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액심사상은 仁(사 

향)의 구현으로써 현세 

에서 사람이 무엇을 익애 

어병게 살아갈것인가에 

관심을 m ‘현실가치 중 

심적’ 이고 ■인간중심적 ' 

인 윤리문화 사상이었다.

상의 대부분은 주로 춘추전국시대 에 출현한 것이다.

이 때 출현한 시상가들은 유가(儒家)를 비롯하여 도 
가(道家) 묵가(墨家) 법가(法家) 음양가(陰陽家) 명가 
(名家) 종횡가(縱橫家) 잡가(雜家) 농가(農家) 소설가 
(小說家) 병가(兵家) 등이 있는데，그 중에서 후대에 
까지 존속하면서 영향을 끼 친 주요 A]상으로는 유가 

(儒家) 도가(道家) 법가(法家) 묵가(墨家)의 네 가지 

사상을 들 수 있다.

이 러한 전통사상 가운데 유가사상(儒家思想)과 노 
장사상(老莊思想) 또는 도가사상(道家思想)이라고 
불리는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유가사상<儒家思想)

유가사상(儒家思想)은 춘추시대의 노(魯)나라 사람 
으로서 시대의 혼탁함을 한탄하면서 도덕성의 회복 
을 설파했던 공자(孔子: BC 551̂ 479)에 의해 시작되 
어 맹자(孟子)와 순자(荀子)에 의해 발전된 사상이다. 

공자의 핵심사상은 仁(사랑)의 구현이었고, 실천방안

으로서는 ‘중용1의 사유방식을 제창했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철학적 유의 기반은，본체론 
적인 형 이상학에 기초한 순수사변이나 

이지론(理智論)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현세에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둔 '현실가치 
중심적1이고 ‘인간 중심적1인 윤리문화 

사상이었다.

이러한중국의 인문주의정신에 입각 
한 문화전통은 주(周)나라 초기 에 유가 
시상(儒家思想)을 통해 형성되어 춘추 
말에서 전국 말까지의 제자백가의 백 

가쟁명을 거쳐 이론의 심화를 거친 후， 
한(漢)나라 이후 중국 전통문화의 정통 

적 위치를 차지하고 청나라 말기까지 

계승하여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 
국문화는 희랍의 형이상학적 순수사변 
을 즐기는 전통과는 달리 경험적이고 
현세적이며 공리적(公理的)인 윤리관 

을 사유의 기본특징으로 하는 인문주 

의적 또는 인본주의적 윤리문화를 주축으로 발달해 
왔다(조경현: 1997, P. 21).

격변의 시기인 춘추말기 시대 周나라의 통치원리 

로서 공자는 周禮 즉，주나라 당시 사회질서의 회복 
을 제기하였고，그것을 강조하고 깨우치는 것을 天命 

으로 생각하였다. 주나라의 사회 질서가 뿌리부터 서 
서히 해체되던 때에 공자는 이상적인 사회질서로서 

의 J遭에 대한 개인적 확신을 토대로，아직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습귀족인 군자와 사회적 변화를 통 
해 더욱 영향력을 획득한 지식층에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을 설파하고, 동시에 이미 해체 중에 있는 
禮 즉，사회질서를 회복 하는 데 이들이 노력해줄 것 
을 호소했다(조경현:1997，P.21).

유가를 대표로 하는 그들의 윤리사상과 통치원리 

는 그 나름대로의 현세 중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장 
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유가사상은 현실, 인생，도덕，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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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둥을 중시하며，만민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인(仁)，의(義), 예(禮), 지(智)，신(信) 등의 인간세상 
의 도덕적 규범을 담고 있으며 ‘효(孝)’와 같이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덕목을 중시한다. 또한 사회정치와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결합시켜 수신제가치국평천하 

(修身濟家治國平天下)의 통치원리도 제공하였다.

유가사상이 2천 년 간 중국사회에 가장 커다란 영 

향을 끼 친 사상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 
나는 이 사상이 ‘기존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게 히는 
데 도움을 주는 보수적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치자 

(治者)를 위한 통치이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기 때 

문 ’ (강준영:1997, PP.38-39)이다.

그러나 유가(儒家)는 이와 같은 장점 이외에 인간 

중심적 혹은 인본주의적 사고와 문화의 왜곡에서 오 
는  치명적 약점을 또한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 
상은 평화롭고 문제가 없는 시대가 아닌, 난세나 혼 
란기에는 그 장점보다 약점이 더 큰 문제를 야기 시 

키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이러한 
시상은 명분만 이용될 뿐 모든 정치와 현실을 권력가 

나 득세가의 야심을 합리화 또는 정당화시 켜 주는 수 
단으로 전락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따라서 사희혼 
란을 가중시켰다. 유가의 이런 성격은 봉건주의적 군 

주나 사회의 각 지배계급 가운데서 더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조경현:1997, PP.21-22).

2. 도가사상<道家思想)

춘추시대 때 씨족공동체의 해체 및 신분질서의 동요 

혹은 변화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동시대의 사람들 
인 공자와 노자는 각기 그 관점이 달랐다. 천하의 안 

정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 에선 같았으나，공자는 사 
회혼란 혹은 변화를 주례(周禮)의 붕괴로 보았고，노 

자는 그것을 인위(人爲)가 초래한 문명의 소산 즉 인 
위적인 문명의 소산으로 보았다. 또한 혈연적 도시 
국가에서 관료적 군주국가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부조리와 사회모순 및 현실비판을 장자 
(莊子)는 그의 저서「莊子」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 
다. 도가사상 즉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노장사상 

은 위와 같은 유가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인간사회를 
자연 그대로 혹은 본래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방법

중국교회 현주소

으로 무위자연(無爲 自 然)의 도(道)를 주장하는 것이 

었다.

유가의 사상이 현실 긍정적인 사상이라면 노장사 
상은 문명 비판적 부정정신(否正精神)이다. 유가의 
사상이 ‘자연의 인간화1를 추구했다. 도가는 ‘인간의 

자연화’ 를 추구한다고 본다. 인문정신에 입각한 가 
치추구를 지향해온 유가와 이에 대한 상호역할로서 
인간을 자연으로 귀환시키고자 한 이러한 도가(道 

家)의 시■유체계는 공자사상과 함께 중국문화의 양대 

조류를 형성하였다. 유가사상이 체제유지와 통치를 
위한 사상이라면，도가는 반체제사상이며 탈지배사 
상이라고 본다.

‘道’ 란 우주만물을 탄생시키는 근원적 우주의 본 
질로서 항구불변하는 것이며，그작용 (역할)은 無爲, 

즉 인위적인 것이 없는 자연 그대로를 말한다. 바로 
무엇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엇 

을 함에 있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즉 무위자연 
의 사상이 그들 사상의 핵심이다. 이 A]상은，사람의 

생사여부마저도 자연계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그문제에 있어서도자연과동화해야 
한다는 철저한 자연주의로 발전하였다(조경현:1997， 
PP.21-22).

도가시상(道家思想)은 한 때 유가(儒家)나 법가사 
상(法家思想)에 의해 배척 받았으나 그 후 장기적인 
혼란이 있었던 위진남북조시대에 이르러 다시 성행 
하였다. 그 이유는 도가사상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거 

나 곤란 중에 처한 사람들이 쉽게 의존할 수 있는 내 
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도가사상은 다른 사상뿐 아니라 신비적인 

요소들까지 가미하여 점차 미신적으로 종교화하였 

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長生不老를 실현하기 위 

해 도를 닦는 것으로 변질되어，더이상 학문적 발전 
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 러울 때마다 체 

제에 혐오적인 지식인이나 안정을 추구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쉽게 받아들여 유지되어 온 중국인의 대 
표적인 사상이다(강준영: 1997,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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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 교수 唐逸(중국을 주께로, 1993년 

9，10월호 PP.36-39)은 ‘중국의 기독교와 문화’ 에 대 
한 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유가A]상과  도가사상적 세 

계관 및 가치관은 대다수 중국인의 생활태도와 정신 

적 습관적 사고구조에서 찾이볼 수 있다” 고 한다. 그 
는 말하기를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은 인격적인 부름보다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이며 정 

의되기 어려운그무엇이다.

유가(儒家)나 도가(道家)에서는 자연에 대한 원리 
들을 믿으며 그들의 자연관이 인간의 의식 체계를 이 

룬다고 믿는다. 즉 ,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인간의 의식 방향과 자기 방어들이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개개의 사물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속적 정신과 자주적 인간관과 자 

연관이 중국인의 가치형성의 근거가 되어왔다” 고 한 

다.

게다가 부단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들의 이러 

한 사상은 어쩌면 자유멍이나 왕웨판이 말하는 것처 

럼，중국인의 철학이 곧 ‘信이나 知보다도 行을 중 
시’ 하는 일종의 ‘경험주의적 철학1(王維藩: 1992， 
P.82)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도가사상은 신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점차 미신적으로 변질되어 
더이상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사진은 어느 도교사원의 道者).

3.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의 전통적 관념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 형성의 배경을 논할 때 또한 
언급해야 할 내용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서구에서 이해하는 것과 같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중국인들은 국가의 종교지배권 
을 결코 의문시하지 않았다.

B. 중국의 현대사상

중국 삼자교회의 신학사상 형성의 배경이 되는 사상 

은 아래와 같이 4가지를 들 수 있다.

1. 신문화운동과 반 그 I 독교운동 人 h상

1919~1923년에 일어났던 신문화운동의 신물로 나 
타난 반종교적 사고와 반기독교운동은 현 중국공산 
당 정권하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끼쳤다. 특히 토착교회운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삼자교회도 중국교회 역사를 논할 때나 자 

기들의 현재 입장을 논중할 때나 과거 토착교회의 
발흥과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논할 때 역사적 배 
경들을 자주 언급하였다.

2.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종교관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역사유물론적 인 관점 에서 종교 
를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종교가 인류의 생산방식 

의 발전에 상응하여 생산의 연속 소멸될 것’ 이라고 

보았다. 즉，공산주의 이상사회가 실현되어 경제생 
활이 절대보장되고 착취투쟁이 없어지면 종교는 저 
절로 그 가치를 잃고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黃 
恩炬:1994，P12).

그들은 종교를 ‘인간의 주관적 의식이 황당하고 

허망하여 왜곡된 모습으로 현실세계 속에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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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며，‘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외부적인 그 어떤 힘 
에 대한 환상이 사람의 머리 속에 나타난 것’ (마르크 
스엥겔스선집m, 354)으로 그것은 일종의 ‘자이분리 
현상’ 으로 보았다. 또한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 

실생활에 직면할 용기를 잃게 하여 일종의 거짓된 상 
황에 빠져들게 하는 사상’ 이며，‘착취계급이 피착취 

계급을 잠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독’ 이며 
‘착취계급이 인민을 핍박하는 방법’ 이고，‘인민의 아 

편’ 이라고묘사한다(마르크스엥겔스선집 II, 2).

3. 모택동의 모순이론과 종교관

⑴ 이론

모택동의 모순이론은 사회 내에 존재한다고 보는 ‘두 
가지 모순에 관한 것으로，정치적, 이념적, 적대적 모 

순인 1차적 모순과 인민들간의 종교적 차이와 같은 
비적대적인 2차적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모 
택동의 모순 이론을 통일전선정책에 적용될 때, 공 

산당의 과제는 1차적 인 모순들과 투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2차적 인 모순들과 연합하거 나 우호적 인 관 

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전략에 따르면，2차적인 모순으로서의 종교가 
공산주의와 연합하고 있을 동안 종교인들은 주관적 

이고 관념적인 그들의 세계관과 ‘종교적 미신’ 을 포 
기하고 점차적으로 ‘객관적안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 
도록 교육하여 결국은 공산당 편에 서게 한다는 것이 

다. 만약 그 과정에서 당(黨)의 관대한 교화적 설득을 
거부하고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는 비판이나 위협의 보다 공격적인 방법으로 대처한 
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완강히 

저항하는 자들을 결국 격리시켜 그들의 영향력이 감 
소되도록 한다는 것이다(趙天恩:1991，PP.74-75).

⑵ 종교관

그의 종교관은 마르크스레닌의 종교관에서 나온 것 

으로 그 외에도 더욱 실효적인 측면에서 종교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켰다. 그는 말하기를 “종교는 국가사회 
에 공헌할 때는 존재 가치가 있지만 만일 국가를 침

해한다면 투쟁의 대상이 될 것” 이라고 하였다. 그러 
므로 불평등조약에 의해 중국에 침투한 기독교는 제 
국주의의 침략적 도구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대항할 대상 
으로 여겼다. 그가 거부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 

이 아니라，기독교와 제국주의의 연계성에 있었다.

그는 통일전선 이론으로 기독교에 대항하였는데， 
이 이론은 공산당은 더 강한 적에 대항 하기 위해 일 

시 동안 다른 비공산세력과 연합전선을 펼쳐 공동의 
행동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서로를 

용인할 수 있다거나 서로를 향한 투쟁의 필요가 소멸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1차적인 적이 소멸된 후에는 
곧바로 1차적인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黃恩 
炬 :1994;PP.11~18).

4. 중국공산당 내의 종교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입장

종교정책에 관한 두 가지 흐름은 강경노선과 온건노 

선이다. 문화대혁명 직전부터 혁명이 끝나는 기간과
4인방의 집권기간인 약 1963~1976년 사이는 종교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였던 때이다. 등소평 집권 이후 

강택민 시대에 해당하는 지금은 온건노선을 나타내 
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趙天恩:1991，PP.73-76).

종교에 대한 강경파적인 입장은. 종교를 철저히 말 

살시킬 것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던 문화혁명기 
의 공산당정부는 기존의 어용교회 인 삼자교회마저도 

완전히 문을 닫게 하였다. 그러나, 문화혁명이 끝난 
후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온건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소평과 개혁개방파가 정권을 잡 

게 된 시대부터는 다시 ‘삼자교화 라는 이름으로 교 

회의 문이 새롭게 열렸다. 중국은 공인 삼자교희를 
이러한 새로운 정치환경에 걸맞고 자신들의 통일전 

선정책에 부합되는 교회만으로 허용한다. 위에서 언 
급한 것 가운데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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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의 흐름 및 특성

1. 직접적 배경이 되는 5가지 사상과 공산당의 중국 

진입사건

중국공산당 종교정책 형성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주요 요 소무. 5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1)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던 전통 
(위에서 언급), (2) 1919~1923년에 일어났던 신문화 
운동의 산물로 나타난 반종교적 사고와 반기독교운 
동，(3)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종교관，⑷ 모택동의 모 

순이론과 통일전선정책，(5) 중국공산당의 종교에 대 

한 다른 두 가지 입장인 강경노선과 온건노선중에서 
공산당 정권을 잡은 자들이 둘 중 어떤 입장을 취하 
는가에 대한 것으로 5가지 중 마지막 세 가지는 모두 

공산당이 중국땅에 들어간 사실과 관련된 시상들이 
며 삼자교회 설립과 직접 관련된 시상이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서 , 중국공산당과 그 종교정책은 자타 
가 공인하는 삼자교회 신학시상의 핵심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중국대륙에 공산당이 들어선 사건은，어떤 
관점 에서 보든지 기독교선교사들이 중국에 입국하여 

전한 복음과 신학사상，토착교회 지도자들이 견지해 
오던 사상이 중국 교회 전체의 신학사상 형성에 급격 
하고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준 사건이었다. 근본적으 

로 무신론적인 공산당과 정부는 기독교를 부르조아 
적 서구제국주의의 앞잡이 혹은 인민의 아편으로 묘 

사하여 정죄하였다. 1950년경부터 중국공산당은 공 

산당혁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기독교의 일부 급 
진적 인물들(자유주의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소위 기독교혁신운동을 일으켜 새로운 사회 

주의 정치현실에 따라 전통적인 신앙과 기존 신학의 
재사고를 주창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하 
며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학사상을 구축할 

것을 추구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1954년 중국의 기독교와 제국주의

관계를 끊고 ‘중국의 교회를 중국사회주의의 현실에 

맞게 개조시킨다’ 는 명목으로 당과 정부의 지도，감 
독하에 정식으로 ‘중국 기독교 삼자 애국운동 위 원회’ 

(소위 ‘삼자교회’ )인 공산당의 어용교회를 결성하였 
다. 그리하여 그 조직 내에 중국의 모든 교회와 기관 

들, 지도자들로 하여금 귀속을 강요하고 본격적으로 
중국교회를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2. 중국공산당 종교정책의 흐름

문화혁명 이후의 삼자교회 신학사상의 정치적 배경 
과 관련된 종교정책의 흐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중공 11기 3중전회)의 결정을 들 수 
있다. 동 회의 이래로 중국정부와 공산당은 개혁개방 

을 추구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틀 
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분명히 하였다.

과거와 같은 종교탄압은 지양하면서 마르크스레닌 
주의 에 기초한 종교이론과 종교정책을 새로이 강구 

해야 하는 시대를 맞은 그들은 종교으두상에 대하여 온 
건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1982년에 발 
표한 소위 중국 정부의《19호 문건》은 「세계관에 있 
어서 마르크스주의는 어떠한 유신론과도 대립이 된 
다. 그러나 정치행동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애 

국적 종교신도는 참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 

하여 함께 분투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결성해야 한다...」라고(重要文獻選 

讀:1982，P.432) 언급하며「종교는 아편과 같이 사회 에 

대하여 부정적인 성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일정 
한 조건하에서는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 
설에 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종교의 경우는 애국하는 

것이 필수이며 정부는 종교에 대하여 온건정책을 실 
시하는 것이 필수」(熊述碧:1986，P. 109)라고까지 주장 
하는，이른바 새로운 종교에 대한 온건한 입장의 해 

석을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공산당의 종교사업 평가기준을 과거의 ■신 
도수 감축여부’ 에 맞추어오던 것을，1980년대 후반 
기에 이르러서는 ‘종교신도들을 연합하여 사회주의 
4개 현대화 건설에 적극 투신케 하는 것으로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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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야 한다’ 는 중대한 인식변화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내에서 급속히 중가하고 있는 기독교인과 그들 

의 역량, 그들 스스로 발표한 세계인구의 60%(樂 
峰:1985，P.102)인 40여억 명(吳少榮: 1989，P.17)의 세 
계 각종 종교인구와 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 

독교인구의 영향력을 무시하고서는，현 ‘사회주의 초 
기단계’ 의 중국의 절대 명제인 4개 현대화 계획의 실 
현은 생각하기 어 렵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이 러한 견 

해들이 나온 것이다.

3. 중국공산당 종교정책의 특성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은 중국의 헌법과 중공중앙의 
19호 문건 (1982), 6호 문건 (1991) 과국무원령 144호와 
145호(1994) 에 잘 나타나 있다. 그 특성은 전제성，제 

한성, 정치성,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주의 상과 시 
대성, 인치성，지역성의 7가지로 묘사 할 수 있으며 
(黃恩炬:1994，PP. 12-14)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 

다.

⑴ 전제성: 모 든  종교활동을 정부의 관할하에 둔다.

⑵ 제한성: 중국공산당정부의 모든 법(예를 들면 헌 
법 , 19호 문건，6호 문건，국무원령 144，145호 등)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명시된 종교 
관련 규정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음속에 신앙의 

자유를 갖는 것만 허용할 뿐 결코 실제적인 종교활동 
의 ‘只1유 ’ 를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3) 정치성: 19호 문건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교희에 
서 1反帝 愛國 愛敎’의 구호를 외치며 신도들의 사상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랫 
동안 국가가 종교를 통제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사진은 정책적 
인 종교규제에도 불구하 
고 계속하여 부흉되고 있 
는 중국 교회의 모습.

을 개조하여 정부에 복종하여 공산당정권을 지지하 
고 제국주의 에 반대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 이 있다.

⑷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주의적 사상: 이것은 19호 문 

건이나 6호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종교소멸론과 

무신론，유물변증법 이론과 통일전선 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5) 시대성: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형태와 

권력자의 변천에 따라 종교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각 
기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6) 인치성: 법이 ^무 리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표 

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할지라도 실제 

로 그 법 이 시행 되고 있는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관리 
들이 종교에 대해 무질서한 반대와 탄압 제재 핍박을 

하는 등 법 규정과는 무관하게 그들 마음대로 행해지 
고 있는데도 별 뚜렷한 법적인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 
지지 않고 단지 그들 나름대로 종교인을 다루고 있 

다.

(7) 지역성: 개혁개방에 의한 무역 성장에 따라 중국 

의 연안지역은 비교적 느슨한 종교정책을 취하는 데 
반해，내륙 외진 곳의 종교정책은 상당히 긴축된 상 

황으로 신도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 

다.

(다음호에계속)

주피득/중국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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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성 항저우(杭州)시 외곽에 있는 샤오산 향의 

교회는 중국 내에서 ‘양떼(IitdeFtock)’혹은 ‘집회 

처’ 로 알려져 있는 주요 토착교파 중의 하나이다. 

집회처는 1928년 니튀성(保拆聲)에 의해 외부 선교

지원도 없이 중국에서 자생한 교회이다. 그는 ‘워 

치만 니 (Watchman Nee)’ 라는 영문이름으로 더 j  

유명한데，그가 자란 성공회의 의식과 형식주의에 \ 

대한 반발로 집회처를 성립하였다. 집회처 교회와 

교리는 상하이(上海)의 비단상인에 의해 1932년 저 

장성 샤오산에 전해졌다.

당시 이 지역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활발히 활동 

하고 있었는데，중국내지선교회뿐 아니라 오순절， 

성공회，침례교와 안식일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러 

나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외부 교파들을 외계인으 

로 인식했고，따라서 자신들의 삶의 현실과는 관계 

가 적다고 보았다. 한편，집회처의 메시지는 큰 호 

소력을가졌다.

샤오산 기독교협회 조우자이칭 목사에 따르면， 

현재 현 내에는 10만 명의 신도와 2백 여 곳의 처소 

가 있으며，처소의 95%가 집회처 소속이다. 조우 

목사는 4~5천 명의 새 신도들이 매년 세례를 받는 

다고^ 다.

집회처 교회는 안수 받은 성직자가 없고，여성과 

남성이 떨어져 앉아 여성은 머리를 가린 채 그들 

스스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르려 한다. 이 교회들은 십자가도 그 어떤 형태

0 1 ^ 1  그로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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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식물도 없이 오직 성경구절만을 벽에 붙여놓 

았을 뿐이다.

집회처예배는 어떤한개인이 ‘집례’하지 않고 

세례 받은 교인들이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예배중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교회는 장로를 

임명하는데 이는 안수 받지 않은 이로 단순히 행정 

사무를 돌보게 되며 기도와 합의를 통해서 선출된 

다. 누구든지 예배시간에 설교하고 싶으면 이를 미 

리 장로에게 알려주어 순서 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 신도들은 자신들의 찬송가를 사용하는데 이는 

해방되기 이전 쓰여진 것들로 애덕 인쇄소와 절강 

기독교협회 에서 인쇄한 것이다. 신도들은 찬송 안 

에 표현된 의미들을 초시간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처 교회는 어떤 형태의 정식 신학훈련도 믿 

지 않는 대신 신앙의 이해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 

터 직접 온다는 것을 믿는다. 성경공부 모임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에 따라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으며 만일 논쟁이 일어나면 회 

중은 대개 경험이 풍부한 윗사람의 해석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외부인의 눈에는 이 교회가 교파로 보여질지라 

도 신도들은 자신들을 교파로 여기지 않는다고 강 

조한다. 신도들은 어떤 다른 집단과도 관계없이 오 

직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자신 개개인을 완전한 하 

나의 단위로 생각한다. 과거 교회들은 위치한 자리 

에 따라, 마올이나 고장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었 

다. 그러나 1994년 종교활동장소 등록법 이 도입되 

자 교회들은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당국에 신원을 

밝히기 위해 공통의 이름을 선택해야 했다. 그리하 

여 ‘집회처’ 라는 이름이 선택되었고 이는 오직 하 

나님에게 응답하기 위해 각각의 교회가 개별적 장 

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신들의 독자적인 신 

도들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등록 문제는 대부분의 신도들이 자신들의 교회 

가 하늘에 속하므로 땅에 등록할 필 없 다 고  생

각함에 따라，집희처 신도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도들이 비록 하늘에 

속할지라도 특정 국가의 시민이나 손님으로서 거 

주하고 있으므로 그 속한 나라에 해야 할 어떤 의 

무가 있다는 것을깨닫게 되면서 해결되었다.

종교장소로 등록할 때 신도들은 이는 단지 장소 

즉，건물에 대한 등기일 뿐 신도들의 거룩한 몸으 

로서의 교회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조우 목사는 현재까지 200여 개가 넘는 처 

소중 173개가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알려주 

었다.

비슷하게，이 땅의 손님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됨에 따라 신도들은 다양한 사회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고 가족계획 같은 국가정책도 수행할 수 있다 

고  느 끼 고  있다. 신도들은 어느 것이 땅에 속하고 

어느 것이 하늘에 속하는 지에 대한 엄격한 구분 

을 유지하고 있으며，이는 그들을 “세상 것이 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일하게” 한다. 다른 기독교 

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회처 신도들은 그들이 

깊은 신앙과 영적 회개를 했다는 구체적인 중거가 

있다면 만약 그들을 주 안의 형제 자매로 여긴다 

고 하였다. 집회처 신도들은 교회의 다른 전통에 

따른 예배 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받아들 

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도들은 다른 교희의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찬이 가진 

강한 영적생명력을집례 하는 목사가충분히 전 

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비슷하게，다른 기독교 전통에서 온 목사가 집 

희처를 방문하여 설교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나 교회가 그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교희 

신도들을 만족시켜 목사의 신앙과 영성 생활이 충 

분히 강하다는 것이 판단될 때 만이다. 집회처 신 

도들은 천주교를 미신적 이라고 생각하므로 천주교 

신자들을 같은 형제 신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중국교회〉제16호.

이엔그로브스/중국 교회 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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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山 m) 성의 해상통로인 
위I이아이喊每)시의 인국인

왕도 생

웨이하이 시는 1990년 중국 최초로 한국 
과 직항 해운항로롤개통하였다.

인천 국제여객 부두를 출발히여 17人!간 
정도이면 중국 땅, 웨이하이에 도착한다. 

보통 인천에서 오후 4시에 출국 수속을시 
작히여 오후 6시 경에 출발하는데，히롯밤 
잠자고 일어나면 중국시각 이침 8시면 웨 
이하이 힘구에 도츠}한다. 입국을 위한 검 

사와 입국 수속을 미치고 짐을 찾아 부두 
여객 대가실을 나오면 보통 오전 10人!가 
된다.

1998년 6월부터는 웨이하이에서 1시간 

30분거리에 았는 엔 타 이 와  서울간 
아시아나 힘공운행이 人!작되었다. 김포공 
항을출발히여 1시간20분정도엔타이 공 

酬ᅵ도츠|히며,공힘에서웨이하이까지 운 
행하는 버스를 타면 된다. 요금은 중 ^돈  
으로 50원이다. 칭다오« 島) 비행장으로 

도도착할수 있으나, 칭다오에서 웨이하이 
까지는 5사간 정도 버스를 티야 한다.

역사와 지역 변천 과정

웨이하이 시는 춘추전국시대 

에는 제(齊)나라에 소속하였 

다. 서한시대 (B.C 206~25년) 

에는 문등(文登)，영성(英成)， 

유산(乳山)등 3개 현(縣)에 나 

뉘어져 있었다. 당나라(618〜  

907)때는 문둥현에 소속된 이 

후 명나라때까지 지속되었다. 

명나라(1368~1644)때에 일본 

해적의 침략을 방비하기 위하 

여 1398년 웨이하이고(군사요충지)를 설립하였 

다. 청나라 때 1898년 영국이 식민지로 점령하 

였으며，1911년 신해혁명 이후 1949년 중화인민 

공화국이 건립되었다. 그 이후 1987년 9월 국가 

급 위생도시로 지정받았다.

웨이하이 시의 지리적 위치

인천을 마주 대하고 있는 산등반도 동쪽해안에 

위치한 웨이하이 시 지구는 산등성의 해양, 해 

산물의 최대 어장이며 중국에서 가장 큰 양식장 

이 롱청(榮成)시에 있다.

동경 121°11、~122°42'，북위 36°41、~37°35、 

사이 에 위치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국 인천의 기후와 비슷하다. 북쪽으로는 요동 

반도( * 連)와 베이징(北京)，텐진(天津)과 함께 

중국 북부지역의 해상 통로이다. 해산물은 수 

산물 도매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어 중 

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웨이하이 지구에서는 땅콩，밀，옥수수, 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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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감자 등 농업 생산물과 유실수가 많다. 개 
혁개방 정책 이후 농산물을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농무시장에서 거래가 이 

루어지고 있다. 최근 외국인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문등시는 일찌기 공업이 발달하여 자동 

차 공장，우유제품 가공공장，기계설비 제조공장 

등 중국 전역에서도 알이•주는 생산성 높은 도시 

이다.

유적지

유공도(劉公島)

유공도는 웨이하이 시 제1의 관광명소로 웨이하 

이 만(灣)에 자리잡고 있는 섬으로 동서 4km, 남 

북 1.5km 전체 면적 3.15krf 이다. 1894년 조선의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가 청나 

라 군사파병을 요청하여 한반도 내륙에서는 일 

본군과 청나라의 육군의 싸움이 치 열할 때 웨 이 

하이 만(灣)에 있는 유공도(劉公島)에 북양(北 

洋)함대 사령부가있었는데,해상전쟁에서도 참 

패해서 정여창(丁汝昌) 제독은 1895년 2월 11일 

밤，사령부 건물에서 자결하였다. 지금은 보수공 

사를 하여 역사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산각(威山角)

웨이하이 시 내에서 영성쪽으로 택시를 타고 1 

시간 넘게 달려오면 산둥 반도의 최동쪽에 성산 

각이 있다. 이 곳은 진시황이 해중용왕(海中龍 

또)을 만나기 위해 돌다리를 놓았다는 전설 이 있 

는 곳으로 새벽 에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그 곳에 

서 잠자는 사람도 있다.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

웨이하이 시 내에서 롱청으로 2시간 정도 가면 

석도만(石島灣)의 적산(赤山)이라는 곳에 신라 

시대 장보고가 서기 820년에 건립했다는 법화원 

(法華院)이라는 절터가 있다.

이 절은 신라인들이 상륙하여 사용했다. 이 절 

은 당나라 무종(武宗)의 불교(佛敎) 탄압에 의해 

파괴되었다.

參 1/ % | 매 4니/

캭W &  轉불빼  到 농  형 ^ »

뼈 용  令 %  빠 % 勝

3LW  촬 혀 며 ^

한국인 단체 현황 

한국인 투자협의회

웨이하이 시 지구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모임으 

로서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중국 안에서 기업활 

동과 기업정보를 나누며 웨 이하이 시 정부에 대 

한 건의와 친목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웨이하이 

시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많다.

웨이하이 한국인 학교

1997년 9월부터 시작한 한국인 자녀를 위한 주 

말학교로서 한글 뿐만 아니라，역사，윤리，도덕 

등을 가르쳐 한국인의 긍지를 바르게 심어 주며 

사기 진작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시 정부로부터 한국인학교 설립허가를 받아 한 

국인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친교장소가 되게 하려고 한다.

한국인 예배 모임

웨이하이 삼자교회 담임목사의 행정 지도 아래 

한국인만을 위한 예배 모임이 있다. 이전에는 투 

자기업희사 희의실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천주 

교 건물이 비어 있어(웨이하이 시에는 공식적인 

천주교 예배가 없음) 수리하여 사용하다가 천주 

교 제남교구의 신부의 반발로 삼자교회 담임목 

사 책임 아래 정기 예배모임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국인(조선족 포함)은 한국인 예 

배에 참석할 수 없다. 중국에서 기업활동하는 

사람의 통역이나 직원들이 한국인과 함께 따라 

올 때가 있으나，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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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웨이하이 시의 가장 큰 광장

조선족 예배 때 가도록 권유하고 있다. 한국인만 

모이는 예배에는 어린아이들과 중고등부, 청년 

들을 위해서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모이고 있 

다.

웨이하이 시 한국인의 생활형태

한국 인천과 직항로가 열리면서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이전에는 인천에서 요동반도의 따렌으 

로 배가 운항하지 않아 동북삼성으로 가져갈 많 

은 물건이 웨이하이시에 먼저 도착하여 상인들 

의 왕래가 많았으나，1997년부터 인천에서 따렌 

으로 직접 운항함으로 인해 운송되는 물자도 적 
어졌고，왕래하는 사람도 적어졌다. 따라서 유홍 

업소는 좀 한산해진 데다，한국의 금융위기와 경 

제침체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한국인들의 

돈 씀씀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교만한 태도도 수 

그러들었다.

웨이하이 시 거 리마다 눈에 띄는 간판에 한글 

이 많다. 또한 거리마다 한국에서 들여온 옷을 

파는 가게도 매우 많다. 중국 화교들의 활동도 

크게 눈에 띈다. 인천과 웨이하이 시를 일 주일

동안에 세 번 왕복 운항하는 

위동페 리 에는 대부분 화교들 

이 장사하기 위해 운반하는 짐 

이 많다.

산등성에서 만들어 수출하 

는 상품이 칭다오，웨이하이， 

엔타이 항에서 선적이 되는데， 

웨이하이 항에서는 위동항운 

이 독점하고 있다. 이 곳에서 

는 조선족들도 많다. 한국인 

기업체에서 통역，직원으로 일 

하기 때문에 와 있는 조선족들 

도 많으며，동북삼성의 경제활 

동이 좋지 않아서 웨이하이에 

서 일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하 

는 음식점도 많다.

웨이하이 시에 사는 한국인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다. 한국에서 기 

업운영이 어 려워서 중국에 왔는데，언어가 통하 
지 않고, 물가는 올라가는데，중국도 경제구조 

조정으로 실업자가 많아져서 외상값도 걷히지 

않는다. 그 결과 가정형 편이 어 려워 학교에 가는 

것도 힘겨워 하고 있다.

중국에 사는 한국인 가운데 가정의 화목이 깨 

어져서 자녀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매우 아프다. 외국 생활이 쉽지 않은 것 

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지만 민망한 일 

이 종종 눈에 띈다. 어 떤 한국인 중에는 중국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불통，환경부적응으로 인 

해 사업에 실패했고，또 어떤 한국인은 동업하 

던 조선족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기도 했다. 이 

경우는 한국인에게도 책임이 많다. 대부분 여자 

문제가 복잡했거나 성격이 성급하거나 교만함 

등으로 사업 경 영상 큰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와서 사는 한국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느껴진다.

왕도생/중국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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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선교를 통한 중국선교

삼 군 합 작  전 략 으 로 서 의  방 $ 선 교 의  역 알

보 아 스

들어가는  말
"단 15분 인에 사도 바울이 평^  동안 만나 복음을 전안 /\ᅵ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연 당신은 그^이 무95이라고 ？P i하는가?‘ 연에 TWR (Trans World Radio. 0 |0 f TWR) 국에본부에서 

八！역하고 있는 Edmund Spieker 목사는 이 도전 잎에 언신아ᄋ1 지금"마지 30년 이상 방S 전교 At역을 감당하고 
있다. Edmund 목사는 독일 태？5으로 독실안 크리스전 가성에서 자라납다. 아버지는 제2자세계대전에 함전이q  

전사이없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라 12실0|| 목사로의 부름을 확인하고 젊은 니이에 목사가 되없다. 

그리고는 거리에서건 자안에서전 만나는 A!람마다 복음을 전이있다. 그 날도 역서 역앞에서 열심이 전도를 하고 있 

없다. 그려나 안 쑨^  절망^이 그를 엄S 이영다. 매일 전하고 또 전에도 복음을 듬는 /M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복 

음을 듣지목안다는 사일을 깨닫게되었다. 이 부담이그를 고민에빠뜨렸다. Paul E. Freed (TW R상얼자) 는 그 

에게 서두에 언급한g 문을 이영고,이 질문은 Edmund 목사의 마§에 이었다. 12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 

g 국! 모든 g 국인에게 복음을 전안다는 7 !은 어느 한 11인 옥은 단째의 임으로 불가능하다. 이께 전세게의 전교역 

사 가운데 방©전교의 역사를 먼저 알펴봄으로예 그 역알을 이예하고, 이75을 어1§계 중국전교에 적용알 7}인가를 
성|그Lf0(l 보겠다.

본말 

방송선교의  시 작 과  역 사  
-T W R# 중 심 으 로

195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Paul E. Freed 는 방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 

하는 꿈을 가지고 모로코의 

탄지아(TANGIER)에서 2，500 

와트 송신기로부터 출발하였 

다. 모로코 정부는 1959년 12 

월 31일부터 모든 라디오 방송 

시설을 국유화 한다는 법 령을 

세웠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I960년 TWR은 몬테 르로로 

이사，제2차 세계대전때 나찌 

가 세뇌 목적으로 세웠던 방송 

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송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

오늘날 TWR-몬테 카르로는 

두 개의 200만 와트가 넘는 강 

력 송신기와 50만 와트 송신기 

하나，10만 와트의 송신기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방송국을 세웠던 독일 지 

도자들의 무덤이 방송국에서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고， 

그들이 죽었다고 가르쳤던 하 

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유럽， 

북아프리카，중동，러시아 등 

10억 이상의 청취자#을 향해 

30개의 언어로매주 115시간이 

상 방송을 통해 전해지고 있 

다.

할렐루야! 1977년 9월 4일에 

는 태평양 광에 세워진 TWR 

송신소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

시아를 향해 방송을 보내기 시 

작하였다. 4개의 강력한 10만 

와트 단파 송신소에서 중국과 

호주，인도네시아，일본，인도,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남부， 

러시아，서부 아프리카를 향해 

방송을 보내고 있다.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광에 

서 보내는 방송권 내 에 살고 

있는데，지난 17년 동안 무려 

128개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아 

왔다. 거의 225시간의 프로그 

램이 매주 20개 이상의 언어로 

방송되고 있다. 1989년 초에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졌 

고 구 소련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목표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송출소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다. 1992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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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R은 알바니아에 있는 

Radio Tirana와 동유럽으로 

AM방송을 시작하는 계약을 맺 

었다. 알바니아의 수도 이름을 

따서 이름진 Radio Tirana는 40 

년 이상 공산주의자들이 그들 

의 선전 수단으로 방송을 했던 

곳이다. 2개의 강력한 500KW 

AM 송출기를 가지고 동 유럽 

과 구 소련의 청중들에게 방송 

을 보냈다. 1992년 10월 1일 알 

바니아에서 4개의 언어로 복음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후 처 

음 몇 개월 동안 영국에서부터 

온 편지가 300%이상 중가했 

다. 게다가 조사에 의하면 처 

음 6개월 동안 슬로바키아 공 

화국의 청중 숫자가 거의 60% 

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현재 TWR은 전세계 요지에 

13개의 송출소와 2개의 인공위 

성망을 통해 130개 이상의 언 

어로 전세계인구의 80%에게 

복음 방송을 전하고 있다.

방송선교의  장 정 과  유용성

처음으로 흑백TV가 등장했을 

때 언론에서는 이제 TV로 인 

해 라디오 방송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잠시 

이 예견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 

았다. 그러나, 오히려 라디오 

방송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 

들이 애청하고사랑하는 매체 

로 남아 있다. 특히 우리의 선 
교 대상이 되는 지역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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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같 

은 인기와 역할은 계속될 것이 

다. 왜냐하면 무엇으로도 대체 

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선교적 차 

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대량으 
로 보급되었다.

전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트랜 

지스터 라디오를 찾아보는 것 

은 그리 어 려운 일이 아니다.

문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직도 개발 도상국 특히 시 

골지역 에서는 여 전히 문맹률 

이 높다.

기독교 문서는 이들에게 효 

과적으로 사역하기 어려우나， 

기독교 방송은 이들을 소의시 

키지 않았다. 비록 문맹이기는 

하지만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 
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 

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 라디오는 그들이 돈을 모

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물건 중 

의 하中ᅵ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올릴 수 있다.

크고 강력한 출력의 방송국을 

세우는 데는 많은 경비가 든 
다. 그러나 일단 최초의 경비 

지출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상 

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복음방송 

이 찾아가는 사람의 숫자와， 

선교사 한 명 이 접촉하는 숫자 

를 비교해 볼 때 방송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상을 복음화하 

는 도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억이 넘는 전세계 

인구는 선교시들만에 의해 결 

코 완전히 전도될 수 없을 것 

이다.

지 역의 제한이 없다.

길이 닦여지지 않은 오지나 정 

치，종교적인문제로선교사 

의 출입을 금하는 지역에 관계

1) 광의 송출 안테나

2) S  송출소

3) 송출소 내부



없이 전파는 찾아간다.

방송 프로그램은 낙인(格印)을 

찍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해서 기독교는 많 

은 나라에서 인기 있다기보다 
는  특별한 낙인이 찍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종 
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인 의미까지도 지닌다. 태국에 

서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도가 되어야 한다. 

인도에서는 충성된 시민이 되 
려면 반드시 힌두교도가 되어 

야 한다 . 모든 회교 국가에서 
는 회교도가  되어야만 한다 . 

다른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 
기 나라의 배반자가 되는 것이 

다 . 이런 나라에서는 단지 교 
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 

친구나 이웃이 즉각적으로 의 
문을 제기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복음에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압력이나 핍박의 대상이 될 것 
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얼씬거 

리지도 않는다 . 너무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라 
디오에서 기독교 프로그램을 

듣는 것은 거리끼는 일이 아니 
다 . 이 일은 의심받지 않고 자 
기 집에서 은밀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기 
독교 방송을 극히 가치 있는 
일로 만든다.

개인적 인 접촉이 가능하다.

TV는 주로 거실에서 식구들과

같이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 그러나，라디오는 여럿이 
듣기보다는 책상이나 침실, 부 

엌 등에서 혼자 듣는 경향이 
강하다 . 차 안에서도 귀에 이 
어폰을 끼고 혼자 듣는다 . 특 
히 개인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서 라디오는 개인적으 
로  찾아가는 선교사와 같은 역 
할을 담당한다.

라디오의 인기

PiusWakatana Independence 

에 기록된 다음의 글은 라디 
오의 인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도 남는다. ‘외떨어지고 정체되 
어 있는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 
에서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그 
들의 농작물을 맹수들로부터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높은 나무에 망대를 세우고 밤 
낮으로 누군가가 앉아서 그들 

의 작물을 지키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함께 아프리카로 간다 
면 우리는 아마 그런 감시대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게 될 것 
이다. 그리고 북이나 징과 함 
께 우리는 또한 트랜지스터 라 
디오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그에게 내려오도록 부탁하면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평생에 
단 하루도 학교에 가지 않았 

고 ，인접지역 외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며，한 번도 
발에 신을 신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내려올 것이다 . 

그는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최 
근의 국제 뉴스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

미국의 정: 트레일러 운 |̂/卜가 방 

,2 시가 ■탈인 녕은 /'nJt에 자신의 

차를 몽고 있있다. 그 양 와  4  

노비 종음이 운전사!  못 내 글 

었다장시  41어가•고 싶엇으 L卜 

정古it 시ᄀit에 목ᄌ4지71ᅡ지 마야 하 

기에 자를 세울 今 없엇다. 종음 

을 이기지 못*니건 운전사•는 간디 

오를 i -잇미  모든 방송국이 방 

告을 끕1낸 두 ' 1게 을  이읍1 
저z i로 돌 아 7J 닌요송 중인 

한 빙-송을 칭:0/논!■. 등기 위해서 

2>기보다•는 몰려오는 즐음을 이 

며보Z=l 고 fLUl 틀어농앗다.

fLZI스마•스"7卜 다•기•오는 시기 

여/H 에今님의 덩:생고卜 그의 생 

애에 고소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 

다. 운전시■는 고J:AJ 이 없었기에 

이내 디오를 전다. 니■，더

이상 잡을 수 V는 •졸음 ttH문에 

다시 ZKII오를 =« 今밖에 

다. 디■른 방송을 창0요으나 장을 

4  ^국은  예수님으I 단

생고 h ■죽음 그고I고 그" ^ I  바로 

운전 중0그 자신을 위한 "앗이간■는 

^ 을 등고 마음에 입게 E|<Hch 

^ 4  졸음이 문 례 h 운 •는  

방송사에 현지를 보닛}아 ”니_는 

6ᄋ<>1 넘은 트레o|2H 운전/ -니 

다•. 그>호 방 양신들이 

방송을 보내지 않0/!다면, 새 생 

명을 업지 못했을 ■방 J니디•• 다 ̂

시 태어나에 해준 卜신들어1거1 ■송 

/-I■드 2j 니 cf.

”

1999/1 -2  중국을 주께로 47



방송선교의  단낌 협력이  필 
요한  이 유 -’ 삼군합작？! 르r  

양육과육성이 어렵다.

모든 기독교 방송국은 청취자 
들로부터 반응을 얻으려고 노 
력한다. 그 중에는 놀라운 결 
과가  있기도 하다 . 날아오는 
수천 통의 편지에 모두 응답하 
는 일은 많은 일손을 요구한 
다 . '방송성경대학, 과정을 개 
설하는 방송국도 있다. 궁극적 
으로는 지 역교회와 연합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방송선교에는 커다란 믿음이 

필요하다.

방송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 
이 사역하는 청취자들을 보지 
못한다. 날이면 날마다 마이크 
에다 대고 얘기하면서 누군가 
가 외지에서 들어주기를 소망 
한다 . 편지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전체 청취자의 극소 
수  비율이며，특히 문맹률이 
높은 지 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도 감지 
하지 못한 채로，더욱이 즉각 
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 
는 가운데 매주 이런 종류의 
일을 계속해 간다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 
나 성공 여부는 단지 통계 숫 
자로 측정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선  교에  씨의 방송선  교의 
역 할과  비 전 -*라 디 오  교회*

1) 19세기 초에 적지 않은 선 
교사들이 중국에 추수할 일꾼 
으로 들어갔다. 1949년 중화인 
민공화국이 성립되고 중국은 
마르크스무신론주의를 선포 
하였다. 1950년 초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이 때 많은 선교 

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쫓겨났다. 사회적으로 서로 고 
소하고 비난하던 풍조가 교회 

에 들어와 성도들은 많은 핍박 
을  받았다 . 중국 복음의 문은 
닫힌 듯이 보였다. 문화대혁 명 
기간에 많은 교회가 강제로 문 
을 닫아야 했고 성도들은 사방 
으로 흩어졌다 . 이러한 상황 
에서 하나님은 라디오 복음방 
송을 사용하셨다. TWR을 비롯 
한 많은 복음방송이 중국을 향 
해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 
했 고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관계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 일 
을  계속하여 왔다 . 80년대에 

중국은 경제적인 문을 열기 시 
작했으나，종교 정책은 시종 

변함이 없다 . 중국  내에서의 
복음전파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 하 나 ，중국  교회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49년 
70만이었던 중국의 성도 수는 
1992년 600만까지 증가하였다 
고  한다. 그러나, 가정교회 지 
도자들과 화교 선교사들의 통 
계에 의하면 중국에 약 70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한다 .

2) 중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

려움 중의 하나는 교회지도자 
(전도인)의 숫자가 성도의 증 

가 숫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 또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의 부족으로 적당한 양육 

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고，전 
도인들의 훈련이 결핍 된상태 
이다. 새 신자가 겨우 몇 주간 
의 교육을  받은  후에 교회를 

담임하는 사례도 있다.

3) ‘라디오 교화  란 라디오를 
중심으로  5-6명이 함께 모여 

방송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 
받으며 훈련받는 모임을 일컫 
는  말이다 . 기존의 교회와 분 
리하자는 것이 아니라，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교회 이전의 교회로 성도가 성 
장하여 스스로 전도하고 지 역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자라 
도록 돕는 역할이 ‘라디오 교 
희’ 의 목적이다 . 1992년 시작 
된 이 사역은 2000년 까지 100 

만개의 과디오교회 ’ 건립을 

목표로 , 1997년에만 2만개의 
‘라디오  교회 ’ 가 세 워 졌 다 . 

1999년 북방선교방송은 중국 
동북지 역을 중심으로 500개 이 
상의 ‘라디오교희’ 를 세 우 는  
목 표 를  세 웠 다 . 이것은  약 
3,000명이 방송을 통해 영적 
지도자로 훈련받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삼 군합작？1 략

선교사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크게 전도사역 , 교육사역，의 
료사역，신학교육사역，방송사 
역，성서사역，문서사역，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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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발사역 등으로 그 분야 

를 구분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법 외에 선교사의 활동 영역 
에 의해 육，해，공군으로 구분 

하여 보았다.

1) 육군 - 선교지 현장에서 장 

기간 체류하며 개인적으로 사 

람을 접촉하고 관계를 맺어 복 

음을 전한다. 계속해서 양질의 

라디오를 보급하며, 편지로 양 

육되는 청취자를 방문하여 라 

디오와 편지로 부족한 부분을 

양육한다. 중국 내 상황을 파 

악하여 청취자에게 알맞는 프 

로그램이 제작되도록 한다. 이 

들은 마치 육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해군 - 단기선교사로 방학을 

이용한 선교여행，또는 정기적 

으로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 

하며 선교자원을 지원한다. 해

외 교회에서 기도와 재정으로 

중국 선교를 후원한다. 이들은 

마치 해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공군 - 전도자의 발걸음이 

닿기 힘든 깊은 산골이나 농촌 
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소식 

을 전한다. 고정적 인 지도자가 

없는중국내 교회에 성경공 

부와 신학교육을 통해 신앙을 

바로잡고 지도자를 육성한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지 역을 막론하고 쉴 

새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다. 이들은 마치 공군에 해당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국께적  복음  방송  기구들의 
협력

The World By 2000 1985년 초 

FEBC, FEBA, HCJB, ELWA,

TWR의 대표들은‘2000년까지 

세계를 (THE WORLD BY 

2000)’ 의 표어를 내걸고，모든 

족속이 이해할 수 있는 각 족 

속의 언어로 라디오를 통해 세 

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 

하는 협력 계획에 합의했다. 

그들은 2000년까지 이 일을 완 

성할 계획을 수립했다. ‘2000년 

까지 세계를’ 프로젝트의 시작 

이후로，이들 복음 기구는 

WB2000 언어로 상정된334개 

의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WB 2000의 언어로 선정 

된 언어는 인구 백만 이상의 

언어그룹을 가졌으나 현지언 

어로 복음 라디오 방송이 되고 

있지 않은 언어 그룹이나，그 

들의 언어로 라디오 방송이 진 

행되고 있으나 매일 30분 미만 

의 방송을 하는 곳이다.

나오는  말
八I금 필 자 는  이 글을 통매 방@언교의 특g 과 g g 을 언급이영다. 마지 방@전교가 모든 일을 다알 수 있는 71저 

럼 들렸을지 모르겠다. 그려나 필자는 방®전교의 안계 또한인g 안다. 전세게에 복g 을 전하는 일에는 육, on, 공군의 

상군합짝전락이 필요아다. 복음방S 은 위지 않고 복음의 m|잇을 부린다. 방g 을 듣고 기듭난 에 신n|•가필요로 아는 71 

을 민3 하게 ^워주지 목한다. 어기에 육군과 팔은 현지 전교사는 아주 적껄하기| 이들의 필요를 해위줄 수 ^ 다. 현지 

전교/\ᅵ에 의에 거듭난 에 인자 역서 전교사가 늘 가기!이에서 도와주지 목아지만, 그에게 라디오를 전물하고 방®  g?) 

를 권하게 될 때 에 인자는 라디오를 통예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n |목쩍으로 그리스도 인에서 성상 알 수 있는 

7!이다. 한 전교사가 담당알 수 있는 지역은 그리 넓지 목아다. 현지 사성에 어두운 단기 /\[<격자들이 연지 전교사와 엽 

력이q  기독교 문서와 라디오를 보급아는 일에 협력안다연 더없이 효과™이라 알 수 있^ 다.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영적인 mf움에서 기도는 뫼우언이 다. 이 모든 역알들은 거대안 나라, 

공국 전교에 있어서 각 서역 형역에서의 상g 을 회대한 S 용아더 단g 을 서로 보완알 수 있는 舌은 방법이 아닌가 안다. 

필자가 옥한 북방전교방옹과 g 국어문전교외, g 국복음전교외가 공동으로 지년예 10월 간담외를 가^ 다. 서로가 가지 

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엽력하자는 = 이 모아^ 다. 많은 안국 내의 전교단세와 전교사 그리고 § 국썬교에 자신의 ar 
을 드린 전교 언신자들이 이련 전략n ^ o i i서 더 긘밀안 엽력이 있기를 기대안다.

북방선교방송은 1992년 9월 시직된 TWR의 한국어 빙송을 주관하는 복S 빙송단체이다. 현재 a ■서구 등촌동에 사무실 

과  녹음실을 두고 6명의 간사•가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선교시역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 오전 5시(중국시간)부터 1시간 

동안 14개의 프로그램으로 중국 동북의 조선족과 북한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역하고 있다.

보야스/1WV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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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운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4개의 현 및 현급 시 : 와팡띠엔(瓦房店市)시，광허(裝 

河縣)현，신진(新金縣)현, 창하이(長海縣)현으로 이루 

어져 있다.

위치

북위 38도 43분 - 40도 10분，동경 120도 58분-123도 

31분 동남으로는 황해，북서로는 발해만과 이어져 있 

어 〈발해황해경제권〉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총면적 12，574km; 市區면적은 2，4l2km!이고，농경면 

적은 516.3만무(약  3,407.6만m!)이다.

따 렌 ( ᄎ 連 )

11|•렌은 북방의 홍콩, 왕해의 명주라•고 불리운다.

신석기 이후로 6000년의 역사를 지닌 따렌，지금의 

도시골격은 1898년 러시아의 조차때 프랑스 파리를 

모방해 지어진 것이다.

일제시기 에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발달하였으며，1945년 당시 따렌의 면적 
은 45knf에 70만 명의 인구를 가졌었다.

허다한 작은 만(灣)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만을 이루었다는 뜻에서 따렌완( * 連灣)이라 불려지 

게 되었다.

발해만 끝에 위치한 동북 3성(랴오닝(遼寧)성, 지 
린(吉林)성, 헤이릉장(黑龍江)성)은 최대의 해상관문 

이며，중국 내 모든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 
지이다. 또 ‘북방의 홍콩’ 이라는 슬로건 아래 북방 최 

대의 무역항으로，일본，한국 등의 물류가 이곳을 기 
점으로 하며 시베리아를 관통하여，유럽으로 운송되 
는 육로 수송의 출발지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중 
요한 해안 도시이다.

행정구역

6개 시구(市區) ： 중산(中 山)구，시강(西 菌)구，사허 (沙 

河)구 ，간징즈(甘井子)구，뤼쉰(旅順)구，진저우(金州) 

구

인구

90년 말 통계로 517.8만 명인데，도시집중화 현상이 

심하다.

기卒

온대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이 분명하다. 연평균 온도 
는 8~1(^이 며  ‘더운 여름이 없고，추운 겨울이 없다 

(夏無高暑，冬無巖寒):’ 라는 한 마디로 표현한다.

8월이 가장 더운데 평균 온도는 20^ 이며 최고 온 
도는 34.4t} 정도이다. 가장 출다는 1월의 평균 온도 

는 영하 5.3긴 , 최저 온도는 영하 21 .lt； 에 이르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다. 연평균 강수량은 600~ 1000m 

정도이다.

역사

신석기시대부터 농경이 발달하였는데，주나라 이후 
엔 염전이 개발되면서 한대 엔 염전을 관리하는 관리 

가 파견될 정도로 발달하였다.

당대 o t代)초에 ‘삼산포(三山浦)’ 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비로소 중국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으며，당 

대 중기엔 ‘청니포(靑泥浦)’ 로 불려졌다. 명청 이후 
엔 주요 무역지로서 번성하였고，청나라 광제(靑 光 

諸) 5년(1879)부터 따렌만이라 칭하게 되었다.

50 중국을 주께로 1999/1 *2



그러나 따렌만은 140여 년의 중국 근대사에서 허다 
한 중요 역사 사건들이 있기 전에는 작은 어촌 마을 

에 불과하였다. 19세기 1,2차 아편전쟁을 통하여 서 

양제국이 대륙을 침략하는 전초기지로 이용되어 중 
요 군사 도시가 되었으며，러시아의 조계로 있을 당 
시 큰 항만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했고, 러일 전쟁 후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의 최초，최대의 군사 주둔지 
가 되었다. 일제 침략하에서 교육을 받았던 한국인들 
에게는 뤼순과 따렌의 앞 글자를 합한 명칭인 ‘뤼따’ 

로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사의 아픔 속에서 따렌은 해상 수송을 위 
한 동북 삼성의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뤄순에는 안중근 의사가 수감，사형 이 
집행되었던 감옥소가 당시 모습 그대로 역사 박물관 
으로보존되어 있다.

사회 및 경제

따렌은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를 조금 벗어난 지 역까 
지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 의 없을 정도로 

교통수단이 발달된곳이다.

랴오닝성의 수도 선양(沈陽)에 이어 두 번째 큰 도 

시로서 집중적인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하고 있어 
따렌은 그야말로 전 중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행을 창조해 내는 따렌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며,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 

는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매년 가을이면 ‘국제복장제(國際服裝制)’ 가 열려 

중국의 큰 행사의 하나로서 진행되며 복장의 도시， 
소비의 도시, 녹색의 도시, 해안의 도시로서 중국에 

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앞 
으로 따렌이 ‘북방의 홍콩’ 이라는 슬로건을 뛰어넘 

어 21세기를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따렌의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면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단없는 도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끝없이 직업을 찾아 밀 
려든 사람들로 인해 도시와 해변의 길이 마치 외국에 

이민이라도 오는 둣 외지의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앞으로 따렌은 중국 사회에 개방의 초석 이 될 것이 

며，중국 경제의 기둥이 될 것이며，개방정책과 함께 

중국 정부가 추천하는 모범 된 도시가 될 것이다.

^교 및 기독교 현황

따렌은 지금 종교마찰이나 종교의 대립상태와 같은 

내용들은 볼 수가 없다. 지금 눈에 띄는 종교로는 기 
독교，천주교 외에 약간의 회교와 불교가 병존하고 

있지만 길거 리 에 회교 복장이나 승복을 입고 거 리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조선족 
을 제외한 소수민족은 드물다. 따렌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한족 중국인이다.

따렌은 현재 3개의 삼자교회 (한족교회 2곳，조선족 

교회 1곳)와 1곳의 천주교 삼자교회가 있으며 기독교 
는 삼자교회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 가정교회가 있다. 

한족교회는 1부와 2부의 예배 모두 교회 앞마당까지 

채우고 있으며，조선족교회도 2부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 교회가 부홍하고 성장하여 복음 사역에 동참 

하고 있다. 또한 따렌에 나와 있는 많은 한국인 사업 

가들과 유학생들을 위하여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활발하게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따렌은 선양과는 4시간 30분 거리에 있는데, 선양 
의 동북한족신학교와 서탑교회의 조선족 신학교가 

있어 신학교및 신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렌은 동북삼성의 관문으로서 또한 북한과 러시 

아와 인접해 있어서 옌벤(延邊) 조선족자치주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복음화*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야 할 중요한 복음의 통로이기도 하다. 앞으로 중국 
의 복음화는 따렌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북삼성과 북 

한，러시아，중국 전지역이 하루속히 복음화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제목
1. 따렌에 나와있는 주재원과 기업인들 그리고 유학 

생들이 사명을 갖고, 따롄의 복음화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2. 한인회와 한글학교, 한인교회를 통하여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중국과 아름다운 협력관계 
를 이루도록.

3. 최근 따렌 외국어대학 내에 한국 문화관이 개관 
되었는데, 이 문화관을 통하여 중국과 외국의 젊은 
이들이 한국을 아는 데 큰힘이 되도록.

4. 동북삼성의 관문도시로서 북한과 러시아의 인접지 
역인 따롄이 엔벤 (표! )  조선족자치주와 함께 국내 . 외 
적으로 중국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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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도시

칭다오(靑島)
칭다오는 1897년 독일의 조차 ■  

지가 된 이후 근대화된 도시 ^  

로 I바르게 탈바꿈을 했다. 독 ^  

일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  

지금도 거리의 곳곳은 유럽풍 ^  

의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 ■

푸른 섬이란 뜻인 칭다오는 산둥(山東)성 남단에 
위치한 산등성 제2의 도시이자 중국의 5대 항구 I  

중하나로 6개의 해수욕장을 가진 이상적인 피서 

지이다. %
한국과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또 

물이 맑아 전국에서 유명한 광천수가 있는 라오 ■ 

산( 峰山 ) 과거 진시황이 행차했던 명승지가 있 
어 6〜8월엔 많은 중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던 칭다오는 1897년 독일의 
조차지가 된 이후 근대화된 도시로 빠르게 탈바꿈을 

했다. 독일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지금도 거리의 
곳곳은 유럽풍의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맥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매년 7월 중순 
에는 “세계 맥주 페스티벌” 이 열려 세계의 각종 맥주 
를 진열해놓고 여러 가지 행사를동시에 개최하여 중 

국의 술 문화나 놀이 문화를 볼 수도 있다.

행 정구역

7개 지구-스난(市南)，스베이(市北)，쓰팡(四方)，리창 
(李搶)，라오산( 模山), 청양(城陽), 황다오(黃島)

6개시- 자오주(膠州)，지모(卽墨)，라이시(萊西)，핑두 
(平度)，자오난(膠南)，칭다오(靑島)

인구

684만명

기?
최고기온:8월평균  25C 

최저기온: 1월 1.313 

연 평균기온: 12.213

연평균 강우량: 775.6mm

칭다오는 사계절의 기온차가 그리 심하지 않으며， 
해양도시로서 강수량도 일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위도상 인천과 충남 서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온 
도가 한국과 흡사하여 칭다오에 비가 오면 한국에도 
비가 온다. 강수량(연600"900nm)은 한국보다 30%정 
도 적고, 겨울에 눈이 오는 날도 적어 함박눈이 오면 

시민들은 기뻐하며 길을 걷곤 한다.

칭다오를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여름이다. 

칭다오의 바닷물은 여름에도 해안을 따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의 영향으로 차가운 편이다. 6월부터 9 

월까지는 수영을 즐기기에 좋아 이 시기엔 청도의 
시내와 해변이 피서객으로 많이 붐빈다. 또 이 시기 
엔 바다 안개가 끼 기도 한다.

역사

칭다오는 1897년 독일에 점령당한 역사가 있다. 당시 

독일은 자국의 선교사 두 명이 중국인들에게 살해당 
한 것을 빌미로 청도를 점령했다. 칭다오를 점령한 

독일의 속셈은 극동지역에 독일해군의 전진기지를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97년에 진주한 독일군은 99년 

광산채굴권과 철도 부설권을 따내고，청도를 석탄 공 
급기지로，또 바다와 근접한 조건을 이용해서 해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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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개발해갔다 .

독일군이 칭다오에 진주하면서 그전까지 작은 마 

을에 지나지 않았던 이곳에 현대식 도시가 세워졌다. 

항구시설이 갖추어지고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자연히 상업지구가 형성됐다. 독일군 주둔이 본격화 

된 이후에는 칭다오와 칭난을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 

되었다.

1903년에는 라오산의 광천수를 보고 맥주공장을 

건설했는데, 세계 최고인 독일의 맥주 제조 기술과 
칭다오의 맑은 물이 결합해 중국 제일인 칭다오 맥주 

가 탄생한 것이다.

독일은 또 선교센터와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독 
일은 1914년 제1차 대전이 발발，영국의 동맹국인 일 
본이 칭다오를 침공할 때까지 이곳에 주둔했다. 1922 

년 일단 중국 측에 반환됐지만，중일전쟁 기간인 
1938년 다시 일본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그 후 국민 

당 정권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잠시 주인노릇을 했지 
만, 1945년에 공산당에 전권을 넘겨줌으로 비로소 중 

국인들의 손에 완전히 되돌아왔다. 근대 40년 동안 
무려 5번이나 정권이 바뀌었던 것이다.

산업

칭다오는 베이징(北京)이나 상하이(上海)와 같은 대 

형도시는 아니지만，단일시로서 가장 많은 기업을 유 
치하고 있는 도시이다. 상하이나 베이징에 종합상사 

와 같은 지사 형식이 많다면，칭다오는 공장형태의 

중소기 업들이 약 천여 개 분포되어 있다.

이 기업들은 주로 섬유업, 가죽제품 계통이 많고， 

식품 중에서도 장(醫)과 완구，장신구 둥을 취급한다. 

이들은 초기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임가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지금은 컨테이너，철강에 이 
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이것은 칭다오가 항만이 발달되어 있어 해상운 
송이 원활하고，대형 콘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컨 

테이너 부두가 있으며，육상로도 발달되어 있어, 기 
업을 유치하기 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가까워 많은 한국 기업 

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사회 및 경제

칭다오는 천혜의 수질조건과 독일로부터 전수받은

양조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도 가장 큰 음료 및 
주류생산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칭다오에서는 91년부터 ‘칭다오 국제 맥주축제’ 가 
열려 98년 올해로 7회째에 이르고 있다. 세계인을 상 

대로 관광，오락，무역 등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 
다. 730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기후도 온화해 

90년도부터 많은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현재 이 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700여 개에 이르 

고 , 교민 수는 8천을 헤아린다. 칭다오의 공업단지인 

노산구 경제개발구역의 외국투자업체 중 한국업체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 및 기독교 현왕

1. 삼자애국운동 위 원회 에 등록된 종교사원
(1) 불 교: 湛山寺 1개소，市南區 소재.

(2) 이슬람: 市南區 창주로 1개소

(3) 천주교: 市南區 덕현로 1개소 
⑷기독교 : 6개 시 구 8개소
(5) 도 교 :山 區 1개소
1954년 기독교 협회 조직

1980년 삼자애국운동 위원회 관리

2. 가정교회(비삼자소속)

교회와 교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가정교회 사역자들의 말에 의하면 매 년마다 7~800 

여 명이 세례를받고 있다고 전한다.

산등 각 지 역으로 전도와 제자훈련을 활발하게 하 
고 있지만，지도자의 수준이 질적으로 부족하고 자료 

도 부족하다. 이곳은 지도자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지금 일부에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어 활발 
히 진행되는 곳도 있다.

기도제목

1. 칭다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맡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2. 칭다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IMF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난관을 잘극복하 
고, 중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3. 칭다오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도시의 주민들이 예수를 잘 영접 할 수 있도록.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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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정교회 말씀사역의「삼대 관문j
- 「기 본  관 문 j , 「순 정  관 문 」, 「공 급  관 문 」

왕쓰웨

척:年 •전  ̂VW 천 7. fS.7. V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 
원 받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 
는 어 떻습니까?’

“성령세례란 무엇이며，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L지 역 중부지방 가정교회 최 
고지도자 두  명과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교회근황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정 
(鄭) 형제라는 분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다. 

옆에 있는 S선교사가 아무 말 
이 없자 나는 그들이 모르거나 
단순한 의견교환 차 원 에 서 스  
질문한 것이 아니라 선생 
으로 온 우리의 신앙과 신학적 
견해 및 입장을 시험하려는 것 
임을 감지하여, 천천히 하나씩 
성경의 말씀을 짚어가면서 대 
답해 주었다 . 나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했고, 정 형제는 
여러번 내 답변에 대해 확인하 

는 내용과 기타 부수적인 것을

질문했다. 그의 표정에서 나의 
대답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것 

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 
서 정 형제는 갑자기 한국의 
조용기 목사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며, 그의 성령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는 매우

뜻밖의 질문을 해왔다 . 내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않자 S 

선교사가 대뜸 대답하였다.

은선교사로 말한다면, 한국 
인 선교사로서 중국어 에 능통 
하며，중국의 한 모퉁이에서 

수년 동안 조용히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삼자 
교회 내 복음적이고 신실한 사 

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 
사역과 물질후원이다. 시실 이 
번 L지역 중부지방에서 개최하 
려는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사 
역은 S선교사의 안내를 받아 
함께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L지 역 중부지방에 도착 
하고 나서야 약간의 문제가 생 

겼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사 
역은 S선교사와 연결된 L지역 
삼자교회 사역자 쉬(徐) 자매 

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여 
계획된 것이다. 내가 가정교회 
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 
을 아는 S선교사는 쉬 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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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으로 L지역 남부 
지방의 가정교회 지도 
자인 그의 시촌오빠를 

비롯한  몇몇 사람과 
중부지방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지도자  훈련을 

준 비 하 였 다 . 그러나 
약속된 훈련시간에 사 
촌오빠인 우(吳) 형제 

일행이 도착하지 않았 
고 ，또 정 형제 측에서 
는 이번 훈련에 관한 일을 쉬 
자매와 잘  협의하지 못해 지도 
자  훈련이 갑자기 불투명해졌 
다 . 정 형제 측인 중부지방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남부지 

방의 우  형제와 먼저 만나 협 
의 후 자기 지역에서 지도자훈 
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 
고  우 형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생인 우 
리들은 예정대로 도착한 반면 
우  형제의 도착이 늦어지고 게 
다가 연락도 되지 않자 그들은 

당황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서 그들은 먼저 도착한 선생을 
만나보고 그들 지역에서의 지 

도자 훈련 개최를 결정하겠다 
고 하여 우리가 도착한 날 밤 

늦게 우리를 찾아온 것이었다.

니서PH 하네  i 냐:

정 형제와 함께 온  다른 두 명 
의 형제는 L지역 중부지방 가 
정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남부지방의 우형제와

부흉하고 있는 광저우시의 한 가정교회 모습 
(사진은 내용과 무관 S)

는 우호적인 동역관계를 갖고 
있어 상호 신뢰의 폭이 두터웠 
다 . 이에 반해 정작 같은 중부 
지역의 삼자교회 교역자들과 

는 불신과 갈등의 관계라서 비 
록 쉬 자매가 우 형제의 사촌 
동생이지만 그들 사이 에는 사 
역을 협의하거나 협 력할 수  있 
는  신뢰관계가 없는 상황이었 
다 . 그리고 정 형제 측은 우 형 

제로부터 이번에 선생으로 올 
사람들에 대해 어떤 배경설명 
도 듣지 못한 터라 쉬 자매가 
데리고 온 s선교사와 나에 대 
해서도 무작정 믿고 신뢰할 수 

는 없는 처지였다. 사실 가정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 가 

장 우선되는 것은 상호 신뢰관 
계의 형 성인데，이번 사역은 
그런 바탕 없이 진행된 상태 였 
다 .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바 
로  사역하는 데 있어 주최자들 
사이의 사전 협의 부족과 배경 
설명 결 여 , 그리고 소개인인 
삼자교회 쉬 자매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선생을 

직접 만나 신앙과 신 
학적 입장을 점검한 
후 모든 것을 결정하 
기로 했다. 그들이 판 
단할 때 기본신앙이 
서로 같을 경우 그 다 
음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는  것은 신학문 
제이다. 정 형제의 가 
정교회에서 가장 중 

요시 생각하는  것은 
구원관과 성령관이었다. 그들 
은 선생들이 다른 구원관과 성 
령관을 그들 사역자나 신도들 
에게 가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생들을 점검하 
는 것이었다 . 이것은 그들의 
양과 사역자들을 보호하기 위 
한 당연한 조치 였다.

그러나정 형제가조용기 목 
사에 대해 질문한 것은 의외였 
다 .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낯선 
자들이나 배경을 잘 모르는 선 
생의 신앙과 신학을 알기 위해 
던지는 질문 가운데 조용기 목 
사에 대한 항목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것은 필시 S선교사 
와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한 것이 틀림없다. 아니면 최 
소한 우리 둘 가운데 한 사람 
은  한국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 
이다. 정 형제가 어떻게 눈치 
를  챘는지 모르겠다 . 말투와 

억양 때문인지，아니면 직감인 
지 ，아니면 S선교사의 출신을 
알고 있는 쉬 자매가  귀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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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는지 모르겠다. 정 형제는 
한국 사역자라면 조용기 목사 
에 대해 잘 알 것이며，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신학관에 대한 
견해를 통해 상대방의 신앙과 
신학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에서 질문한 것이 분명하다 . 

중국 교회의 신도나 지도자들 

은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에 대한  이야기를 들 어왔고，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도 중국 
어로 번역된 그의 서적을 통해 
알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의 경이적인 성장에 대해 탄복 
하면서도 조용기 목사의 성령 
관과 성령 은사관 , 축복 신학 
(중국 기독교인들은 조용기 목 

사의 신학사상 가 운 데 「축복신 
학」을 성공신학(成功神學)으 
로 명명하여 이해하고 있다.)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나 
는 한국적 배경과 출신이 아닌 
입장에서 필요하면 대답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대답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정 형제가 질문해 올 때 머뭇 
거렸던 것이다. 그러나 s선교 
사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지만，그가 
조용기 목사와 그의 신학에 대 

해서 말을 할 때 한국 출신임 
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적어도 
한국에 가 본 적이 있다는 것 
을 듣는 이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말했다. 이런 상황을 직 
감한 나는 옆자리에 있는 은선 
교사에게 눈치를 주었으나, 설 
명에 너무 열중하여 그는 내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가정교회 지도자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데다 처음으로 
사역접촉을 하는 엔교사에게 
는 그날 첫 만남의 대화가 상 
견례와 우호교류, 격의 없는 대 
화와 의견교환 정도로만 생각 

하였지 우리를 시험하는 면접 
시험 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사실 내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의 원칙은 상당한 사역관계 
와 인간관계가 있기 전에는 한 
국에서 왔다거나 한국 화교라 
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혹시 출신과  고향을 물어 올 
경우에는 반드시 대답하지 않 
으면 안 될 상황외 에는 산둥 
(山東)이라고만 밝힌다. 그래 
도  계속 질문할 경우에는 산등 
방언을 말하면 대부분 더이상 
의심치 않는다 . 내가 이렇게 
한국적 배경과 출신을 밝히지 
않는 것은 현지 가정교회나 사 
역자들이 내가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동역의 
부담감과 거북스러움，그리고 
혹시 있을 심리적 과잉기대감 
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7 향 V lr 기T+M nV서

첫 만남의 대화는 9시 조금 넘 
어 시작하여 12시가 다 되어 

끝났다 . 먼저 인사를 나누고 
나서 정 형제가 L지 역과 그 지 
역의 교회 근황을 말해 주었 
다 .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구 
원관과 성령세례，성령충만 문

제를 질문했고，그리고 나서 
조용기 목사에 대한 견해를 물 
어왔다. 그 후 정 형제는 삼자 

교회 사역자인 쉬 자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삼자교회에 대 
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특 
히 최근 그 지역 삼자교회 지 

도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자리다툼을  맹렬히 비난하였 
다 . 또 종교사무국과 공안국 

사람들이 가정교회의 집회와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 
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 후 
계속 여러 질문을 우리 에게 해 
왔는데, 기독교인이 피라미드 
형 다단계 경영과 판매직업 
(중국어로 전소(傳銷)라고 한 

다 .)을  갖는 문제를 비롯하여 
신유와 축귀，전임 사역과 텐 

트메이커 사역의 문제뿐만 아 
니라，기타 국내 가정교회와의 
사역관계와 화중(華中) 교회지 
도자인 다이 (戴) 형제와 인간 
관계 및 동역관계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대화를 마 
치고 일어서기 전 나는 정 형 
제에게 마무리 기도할 것을 권 
유했다 . 그러나 그는 내게 마 
무리 기도할 것을 권했다 . 우 
리는 여러 차례 서로 겸양(謙 
讓)하였고 결국 S선교사의 의 
견에 따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정 형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 
는 것으로 의 견일치를 보았다. 

나는 신앙고백적 기도와 마음 
의 기도 및 축복의 기도를 하 
였고, 정 형제도 감사와 축복 
의 기도，그리고 우리와 동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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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  切초새

말씀 배우기에 갈급해 하는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

을 원하는 기원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친 후 정 형제 
는 이번 지도자 훈련에 대 
해 일언반구도 없이 집을 
나섰다. s선교사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매우 당황 
해 했고，중간 연락책임을 
맡은 삼자교회 쉬 자매도 
아무말 없이 시무룩했다 . 

겉으로는 결론이 없는 상 
황에서 끝난 것이다. 나도 
내심 궁금했으나 그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것 
은 가정교회 사역 관례상 결례 

에 해당되기에 묻지 않았고 ,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 7시가 넘어 정 
형제 측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삼자교회 쉬 자매가 통 

화를 했는데 일단 이틀정도 안 
배하며，이후의 상황은 쉬 자 
매의 사촌오빠인 우 형제가 도 

착한 후 이야기하자는 내용이 
었다. 그리고 안전 문제상 삼 

자교회 쉬 자매가 동행하는 것 
을 원치 않으며，선생을 가정 
교회 측  사람에게 인계하는 식 

으로 접촉을 끝내자는 것이었 
다 . 또 S선교사는 언어 구사와 
억양 등의 이유로 훈련에 참석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모시기 힘들 
고  나만 오기를 원했다. 이 런 
가정교회 측의 결정에 대해 쉬 

자매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으 
며，그 자신도 가정교회에 깊

이 간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 문제는 이번 사역 
에 나를 인도한 s선교사였다.

우리가 아침식사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나가니, 집 앞 골 
목어귀에는 어제 정 형제와 동 
행한 또 한  사람의 가정교회 
지도자인 쑤 (蘇) 형제가 웃으 

면서 나를 반기고 있었다. 나 
는 그에게 S선생도 같이 동행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나， 
쑤 형제는 그의 언어문제와 출 
신문제를 내세워 힘들다고 했 
다 . 이들은 S선교사가 중국 내 
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 
린 것이 분명했다 . 그래서 혹 
시 모임이 발각돼 S선교사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정 형제의 가정교희는  더 큰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모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나는 S선교 
사에게 “이번 사역을 요선교사 
께서 안내해 주셨는데 가정교 
회 측에서 나만 초청해서 마음 

이 편치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 
지 않는다면 그들을 따르 
기보다 S선교사님을 따르 

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 
하였다. s선교사는 쑤  형제 

에게 약간의 불만을 표시 
했지만 그들의 태도가 너 
무 확고해 결국나에게 “왕 

선생님，가셔서사역을  해 
주시지요” 라고 말하고는 

쉬 자매와 길 한편에 서서 
우리가 가는 것을 지켜보 

았다. 나는 매우 난감했고 마 
음이 아팠다.

나는 쑤 형제를 따라 택시를 
타고 갔다 , 시외버스로 환승하 

여 1시간후  어느 탄광촌에 가 
서 , 또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 

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걷고 
난 후 사역지인 어느 가정에 
도착하였다. 참 힘든 여정이었 
다 . 이동하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쑤 형제의 

지시에만 순종하였다. 마음속 
으로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 , S선교사님의 마음 
을  위로해 주시고 , 이번 일정 
도 인도해 주세요 .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멘’

7-베 -4우1

지도자 훈련 장소는 탄광촌 내 
의 어느 신도의 가정이었다 . 

그 집은 단칸방으로 집안 한쪽 
벽면에 조그만 나무문이 있는 
데，바로 그 안에 두 평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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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이 있었다. 바로 그 굴이 훈 
련장소였다 .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사도행 전 2장훌 가지고 
「교희론」을 강의했다 . 1시간 
휴식 후 다시오후  6시 반까지 
강의를  했다 . 강의를 마치자 
쑤  형제가 옆집으로 안내하더 
니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것 같고 선생님을 통 
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 혹시 
저4)들이 결례를 했다면 용서 
해 주세요. S선생님을 모시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 
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 

하였다. 나는 별 말 없이 “하나 
님께 감사드리며，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만하였다 .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저 
녁 강의를 했다. 나는 성령님 
께서 힘 주시는 것을 체험하였 
다 . 저녁때는 오후보다 더 많 
은 사람이 참석하였으며,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나에 
대한 경계심과 평가태도가* 사 
라지고 은혜를 받고 있음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 
중에 안 일이지만 그 날 오후 
에 참석한 6명은 그 지 역 가정 
교회의 지도자급 인물이며，내 
강의를 평가하러 온 사람들이 
었다. 그들이 강의를 듣고 난 

후 괜찮다는 평가를 내렸기에 
저녁때 중간 지도자급 8명을 
불러 훈련에 동참시킨 것이다. 

결국 총 14명이 참석했다. 강

의는 11시 반에 끝났지만 기도 
까지 마치고 나니 12시가 넘어 
버렸다. 나는 어느 형제의 안 
내로 숙소인 옆집으로 갔다 . 

자리 에 막 누우려고 하는데 쑤 
형제가 방으로 들어왔다. 나를 
보더니 “왕 선생님 수고하셨습 
니다 . 힘드셨죠. 혹시 토요일 
까지 머물러 주실 수 있으신지 
요 . 저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했다. 

나는 “제 생각으론 내일 쉬 자 
매에게 연락을 해서 그의 사촌 
오빠가 언제 도착할 지를 확인 
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진행하 

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 
했다.

서* 7 vr I  ᅤ £只  务 ;받  叫 .

나무 침대에 누우면서 나는 이 
제야 비로소 이곳 가정교회의 

모든 관문을 통과했음을 느꼈 
다 . 이 관문에 대해 설명하자 
면，사역자의 기본적인 신앙과 
신학을 살피는「기본(基本) 관 
문」，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이 
성서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올바른지(純正)를 살 
피는「순정 (純正) 관문」，그리 
고 전하는 말씀이 은혜스럽고 
듣는 이의 삶과 사역에 도움이 
되는，즉 공급함이 있는 말씀 
인지를 살피는「공급(供給) 관 
문」이다. 가정교회에서 말씀사 
역을 할 때 「기본 관문」，「순정 
관문」, 「공급 관문」을 통과해 
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가정교

회 에서 말씀사역을 할 수 있 
고 ，장기적인 사역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가정교희에서 통용 
되고 있는 ‘불문율(不文律)’ 이 
다 .L지역가정교희의 정 형제 
와 쑤 형제는 나에 대해 낯설 
었고 믿음과 신뢰관계가 형성 
되어 있지 못했기에 , 당연히 
「삼대 관문」으로 나를 시험해 
보아야 했을 것이다. 쑤 형제 
가 이곳에 나를 데리고 온 것 
은 「기본 관문」이 통과되었음 
을 의미한것이며，오후와 저 
녁 강의를 통 해 「순정 관문」， 
「공급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 
기에 그 중거로 쑤 형제가 토 

요일까지 강의를 연장해 달라 
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그곳 
으로 떠나기 전까지 매번 식사 
때마다 차려진 음식을 보더라 
도  내가 세 가지 관문을 통과 
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오후 , 쑤 형제는 쉬 
자매와 통화를 했는데，쉬 자 
매의 사촌오빠가 사정상 그 곳 
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의 L지역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일정은 결국 쑤 형제의 
안배로 토요일 저녁 11시까지 
지도자훈련이 진행되었다. 매 
일 10시간 내지 11시간의 강의 
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힘으로 기쁘게 감당하였으며, 

주일 아침 8시 반에 그들의 정 
감어린 환송을 받으면서 하산 
(下山)하였다.

왕쓰웨 목사/ 〈중국복음선교회〉 
중국선교사 훈련원 교무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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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태 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사 49: 5하)

이 글은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판한 오스괄드 챔버스 저 ,「주님은 나의 최고봉」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처음 일어나는 일은 

편견，지방색, 민족주의 등이 파괴되고 하나님 자신의 목적에 맞는 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죄가 이 원래의 목적에 

서 인류를 이탈시켜 다른 방향으로 옮겨 놓았지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한치도 움직여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체험 

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적 목적에 의존하는 일 

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선 우리에게 일편단심을 

' 넣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 

에 들어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요한 복음 3 

장 16절에 응축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처럼 

j 사랑하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에 집중되어 있 

어야 한다.

여러 가지 나의 계획이나 의도에 영혼이 혼합되어 있 

으면 우리가 얼마나 상하게 되든 하나님이 우리의 계 

획들을 분쇄하실 것이다.

선교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그를 통해 하나 

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우리 

가 하나님께 완전히 부합되도록 창조되었음을 알면 에수님이 어째서 그토록 

냉엄하리만큼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하게 된다. 주님은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본성을 

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것을 잊지 않도록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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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 

자가 오리라.”(마 10:22-23)

무엇이 0H님위 뜻인가?
지난해 O o 시 공안국에 끌려가던 운명의 그 날，나 
와 중국인 형제 s는 C자매의 도음으로，그녀가 안내 
하는 차량으로 쉽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잠 
시 후，약속대로 후리후리한 키에 미남형인 S씨가 ‘빵 
(성경과 기독교서적)’ 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 

고 12개의 트렁크와 키를 건네 받았다. 그리고 몇몇 

그들의 동업자들과 함께 약 40킬로쯤 되는 무거운 가 
방을 하나씩 운반하는데,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 
치는 듯한 불길한 예감 속에서 우리 일행은 자신이 
인수받은 12개의 물건들을 다 챙기지 못한 채 털털거 

리는 낡은 차에 빵을 싣고서 어둠속을 질주하여 목적 
지로 향했다. 도착지와 멀지 않은 곳까지 왔을 때, 길 
가운데 8~9명의 경찰들이 마치 정확한 정보에 의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다는 듯이 차를 세우고 
순서 에 따라서 짐과 신분중을 조사했다. 두 .명의 경 
찰이 나의 양쪽 팔을 감아 잡았고 다른 한 명이 나의 

둥을 밀어서 짚차에 태운 후 o o 파출소로 연행했다. 

그들은 나를 커다란 방에 연금하고 5~6명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심문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은 성난 파도와 같이 난폭하게 굴기 시 

작했다. 마치 상대를 향해 본색을 드러낸 성난 사자 
와 같은 위엄과 호령으로 나에게 겁을 주었다. 그들 
의 눈동자는 마치 독사의 눈과 같이 번득거 렸고 금방 
이라도 죽일 것처럼 서너 명이 나를 세웠다 앉혔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나는 마치 넋 나간 멍텅 
구리처 럼 시키는 대로 그들의 심문을 받았다.

“거처가 어디인가?’

“신분이 무엇인가?’

“목적지가어디인가?’

“물건을 누가 주었는가?’

"너는 선교사가 아닌가?’

나는 침묵도로 대답을 대신 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 

를 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주님이 나타내시 
려는 섭 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뜻 
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못 견 
디겠다는 듯이 다시 겁을 주기 시작했다.

‘*네가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혼 좀 나봐야겠 

어，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봐야 입맛이 나겠지?’

이 때 한 친구가 수갑을 가져다가 만지작거 리면서 
마치 금방 수갑을 채울 것처럼 심리적인 협박을 하기 
도 했다. 얼마 후 , 한 사람이 다시 회유하며 이렇게 말 
하였다.

“이 친구 생각보다 미련한 친구군. 몇 마디 대답만 
잘하면 보내 줄텐데. 그걸 모르고 고생을 자처하는 

군. 당신은 외국인이니 신상만 파악한 후에 곧 풀어 
주겠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들 가운데 주임 인듯 점잖게 권 
면했다. 그는 성경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듯한 인상 
을 풍겼다. 그는 나에게 로마서 13장 1~2절을 읽어 

주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 
세는 다 하나님 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 
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나에게 스스로 성 
경에 위배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마땅히 권세에 복종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종교 
학 박사 학위를 가진 종교담당 공안원이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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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하루 밤을 꼬박 세웠다.

엘2i 엘틔5p r 八 p r h

둘째 날 나는 o o 시 공안 분국으로 넘겨졌는데, 아 
침 8시가 좀 넘어 조선족 형사 2명과 기타 6~7명이 
나를 가운데 세우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질문하기 시 

작했다.

“기독교인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위증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양심을 자극하 
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목사가 아닌가?”

“그렇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자신이 목사요，선교 
사임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이 때 키가 작고 야무지 
게 생긴 조선족 경찰이 내게 되물었다.

‘'네가 무슨 목사냐? 거짓말이나 하는 것이 목사냐? 

왜 솔직하게 주소와 신분 그리고 목적지를 밝히지 못 
하는가?” 나는 당시 모른다고 대답했다.

“몰라?” 그는 핏기 서린 눈을 번득이며 고함을 치 

다가 나의 뺨을 내 리 쳤다. 이 때 문득 골고다 언덕의 
주님이 이상 중 떠올랐다. 나는 공안원들 앞에서 무 
릎을 끓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환

난을이길 수 있도록힘을주시옵소서.”

그들은 나의 양어깨를 잡고 한 친구는 앞에서 멱살 
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이봐 여기가 어디 예배당인 줄 0ᅵ는가? 네가 아직 
도 편해서 그래. 고생을 좀 해야 순순히 불지” 그들은 
나를 일으켜 세운 후 코를 벽 에 대고 바싹 다가서 게 

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한동안 시간이 홀렀 
다.

이 때 나는 또다시 손에 못박히시며 ‘엘리 엘리 라 

마 사박다니 • • •: 절규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회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무릎을 끓고 기도하기 시작했 

다. 그들은 또다시 호령하면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지금 이 순간 예수는 너를 도울 수 없다. 오직 우 
리만이 너를 도울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 묻 
는 말에 순순히 대답하라： 이 렇게 시작된 심문은 둘 
째 날도，셋째 날도 계속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계속 교대로 심문을 했다. 나는 자신 
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다시 나의 양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당 
신은 외국인이니 별일이 아니다. 그러나 너의 중국인 
친구는 너를 도왔다는 것 때문에 너보다 몇 배나 심 
한 고생을 하고 있다. 너는 왜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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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왜 친구가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가? 당신은 
그렇게도 의리 없는 친구인가? 이것이 신자의 행동 

인가? 이것이 목사가 하는 행동인가? 등등….

다음날 새벽 54시경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 
고，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버 리고 빨리 이 곳으로 
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본인이나 다른 동역자들에게 
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멤돌게 되었다. 그 

러던 차에 2명의 공안원들이 자신들도 더이상 못 견 

디겠다는 듯이 책상에 앉아서 졸기 시작했다. 10분, 

20분 시간이 지났다. 나의 뇌리 속에는 빨리 튀라는 
생각이 번개 같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죽이고 살금 
살금 문 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이 순간 나의 양심에 
서 한 소리가 들렸다. 니는 선교사이며 목사인데，복 

음을 전하다 잡혔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떳 
덧해야지 비겁하게 도망을 쳐? 그렇다. 나는 비겁자 
가 될 수는 없다.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고 나는 자신 
에게 반문하면서，주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 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도망을 치셨을까? 바울이라면 슬 
며시 줄행랑을 치셨을까?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좀더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니 엘처 럼 
당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다.

“y  목음 전이는 일에만 정상적인 이111."
아침이 되자 다른 교대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관할 
지역의 공안국에서 왔다고 소개했고, 몇몇은 O o 시 
경 공안국에서 왔다면서 신분중을 내밀었다. 그들은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문했다. 이들은 어제 저 

녁 심문했던 경찰들 보다 더 노련하고 세련된 어조로 
심문을 시작했다. 한 사람은 비디오를 찍고 다른 6~ 

7명은 번갈아 가면서 인적 상황을 묻기 시작했다.

“국적은? 언제 입국했는가?성명은?”

“모른다:’

“이름을몰라? 그렇다면 비정상인데?”

“그렇다. 당신들이 생각할 때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 
이다. 다만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정상적인 사람이다:’

“생년월일은?”

“모른다.”

“목적은?”

“전도다:  그들은 나의 거처와 이름，신분 둥을 밝 

히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 만일 당 
신이 우리들에게 협조해주면 우리도 당신에게 협조 
해주고 편의를 봐주겠지만 끝까지 순순히 대답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된다고，처벌의 

경중은 본인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누누히 강조 
했다. 그들은 나의 거처를 장악해서 가택을 수색하고 
또다른 물중들을 찾아내고 정확한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나의 판단은 시간을 끄는 만큼 
집에 있는 아내가 중요한 서류들이나 자료，그리고 
성경과 기타의 서적들을 옮길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능한 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모른다고 일관하다가 때로는 묵비권을 행사 
하기도 했다.

중국 특유의 어두컴 컴하고 조그마한 방 한 가운데 
나를 세워두고 7~8명 이 빙둘러 앉아서 계속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하니，얼마 후 온 방은 연기로 가득해 
졌고, 나는 담배 연기 에 곧 질식 될 것만 같은 상황에 
서 콜록이면서 심문을 받았다. 그들은 나에게 물건을 
건네 준 밀수의 주범인 미국인 친구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다. 또 다시 회유하기를，당신은 
죄가 없다. 물건을 건내준 사람이 주범 이고 당신은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니 그 사람의 신 
원을 밝혀주면 곧 풀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친 
구를 팔 수는 없었다. 나는 시종일관 모른다，그저 우 
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이 때 조선족 경찰 
한 명이 나를 동정하는 어조로 경고하기를 우리 인민 
경찰은 인권이 없으니 협조하시는 것이 본인이나 가 
족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2~3시간이 흘렀다. 별다른 효과가 없자 키 
작은 다른 조선족 형사가 얼굴이 마치 불덩이처럼 달 
아올라 벌떡 일어나더니 고함을 치면서 욕을 퍼부었 
다.

••이 새끼，아주 저질이구만. 야, 네가 무슨 목사이: ? 

거짓말 마라:’

''네가 무슨 한국 사람이냐，중국 조선족이지. 맛 좀 
봐야겠어? 너，똑바로 말해：’ 그의 목에 핏줄이 젓가 
락 만하게 불쑥 솟아 오르더니 책상 위의 잡지를 둘 
둘 말아들고 바짝 다가섰다.

‘빨리 말해:’ 그러더니 그는 들고 있던 잡지로 나의 

얼굴과 머 리통을 사정 없이 후려 갈겼다. 나의 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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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의 번갯불이 튀겼다.

‘그래, 때려라，이것이 인민경찰이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땅바닥에 다시 무릎을 끓었다. 그런 

데 도무지 어떻게 유창하게 기도하겠다는 의식조차 

없었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저 ‘주님 ! 주님! 

주님!’ 계속해서 주님만불렀다.

그들은 또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봐 협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겠나?’

병신이 =1든지 에인으로 살든지…
한편 함께 공안국에 연행됐던 중국인 L형제는 첫째 
날의 잠을 안 재우는 심문은 무사히 보냈지만，둘째 
날로 계속되는 심문은 견디기가 어려웠다. 둘째 날 
시공안국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그에게 아침을 주지 
않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6~7명이 빙둘러 서서 구두발로 걷어 
차고 주먹으로 치고 경찰봉으로 때리고 뻗을 치고 얼 
마동안 인정사정 없는 구타를 당했다. 그는 반죽음이 
되었고 마침내 겁을 먹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는

현지에서 온 소식

믿음을 저버리고 입을 연다는 것이 마치 주님을 팔 
고 ,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 
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견뎠다. 그들은 다시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 죽어서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병신이 되든지 골병이 들어 
나가면 너는 평생을 폐인으로 살게 된다. 그래도 입 
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썼다. 경찰봉 
에 전기를 켜고 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ᅵ 하는 신음 
소리와 함께 쓰러졌고 마침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후로 그의 건강이 어떤지 나는 정확한 근황을 알 
길이 없다.)

얼마 후 깨어나 그는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입을 열고 말았다.

"한국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 。。。”
“그의 직업은?’ 

uo ᄋ。"

‘가족은?’

“。O o ” 등등 모든 사실을 다 알아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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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빵을 받아 돌아오겠다던 남편이 새벽이 되어 

도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사건을 예감하였다. 아내는 
날이 밝자 중국인 자매와 함께 집에 있던 여권과 중 
요한 서류 및 기타의 자료들을 여기 저기 분산해서 
맡기고，또다시 성경 창고에 있는 수많은 책들과 자 

료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몇 사람에게 전화해서 도움 
을 청했다. N선생님은 위험을 예감하면서도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그와 아내는 급하게 집을 나섰다. 그 

런데 남아 있던 주소록과 약간의 서류들을 맡기기 위 
해 사람을 찾느라고 1-2시간이 흘렀다. 장소에 도착 
했을 때 N선생의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다 

는 영감이 떠올랐다. 그래서 풀 속에 몸을 숨기고 10 

살짜리 동민이를 보내서 집을 둘러보고 나오게 했다. 

집 앞의 작은 골목에는 다섯 대의 경찰차가 꽉 차 있 
었고 대문 안에는 20여 명의 경찰들이 주위를 이 잡 

둣 살살이 뒤지고 있었다. 동민이가 번개같이 돌아 
와서 숨가쁘게 소식을 알리고 있을 때 몇 명의 경찰 
들이 그쪽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잽싸게 동민의 입 
을 틀어막고 풀밭에 엎드렸다. 이 때 그들을 발견한 
한 사람이 그쪽으로 걸어와 그를 붙잡고 조사를 시작 

했다. 결국그의 핸드폰을압수한 후 안으로데 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보내주었다. 이때 N선생과 아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만일 한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곳에 도착했다면 그들마저도 체포되고 일은 
더욱 복잡하게 홀러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급히 그곳을 빠져 나 
왔다.

"주님. 우듸를 여？!개0r시럽1
나는 첫째 날 잠을 자지 못했고 둘째 날 먹을 것을 주 
지 않고 물 한방울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심문을 
받았다. 오후 2〜3시경 한 명의 조선족 경찰이 싱글 
벙글 웃으면서 들어왔다. 그러더니 내 이름을 큰 소 
리로 외쳤다.

-o o o ” 내 이름을 불렀다. “부인은 o o o , 자 

녀들은 O o o 맞지요?’

나는 갑자가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 
이 끝났구나 하는，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과 
고독이 나를 뒤흔들어 놓았다. 마치 작은 조각배가 
소용돌이를 따라 급류에서 금방 뒤집힐 듯한 위기감

과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고 망연자실 현실을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절망감이 나를 끝없이 짓눌렀다.

잠시 후 그들은 나를 지프차에 태웠고，10여 명의 

경찰이 나를 집으로 연행해 갔다. 그러더니 가족의 
여권을 찾아내라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방안에 
들어섰다. 아내와 아이들을 보니 와락 눈물이 쏟아졌 
다. 아내와 세별，동민 네 식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마치 수십 년만에 만난 이산 가 
족들이 목놓아 울 둣，우리는 하염없는 눈물을 이국 
땅의 선교지 베이징(北京)에서 흘려야만 했다. 그것 
도 저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는 공안원들 앞에서 눈 

물짓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가련한 
패자의 모습이었다.

이 때 아내는 모든 것을 다 감추었으니 염려하지 말 
라고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아내는 저들 중의 두 사 
람이 조선족 형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이 공부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 

가서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끓고 하염없는 눈물의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 가족은 기도인지 통곡인지 모르는 절규의 기도를 
얼마동안 드렸다. 우리는 이 곳 이국땅에서 처음으 

로 철저한 회개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해 기도했다. 주님 ! 우리를어떻게 하시렵 
니까? 주님，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시 렵니까? 여 
호와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

그들은 문 밖에서 나오라고 소리쳤다. 뭐 하는 거 
냐고 계속 불러댔다. 결국 아내는 남의 집 에 맡겨 두 

었던 것을 찾기 위해 문을 나섰다. 경찰이 아내를 따 
라 나섰고，그때부터 그녀 의 뒤 에는 항상 그림자처 럼 

따라 다니는 검은 세력들이 줄을 지었다. 결국 가족 
들의 여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들은 
집안에 있는 일부의 신앙서적들을 챙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확인한 후에 문제가 없는 물건들은 돌려 
줄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 모든 자료들은 나를 
한 달 20여 일 동안 조사하는 자료가 되었으며 영영 

돌려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었다.

-다음호에 계속이어집니다.

김재호/중국 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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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랑 하 는  동 료  송  선 교 사 를  보 내 머

송선^ ^ !

민족의 명절 추석의 기쁨 가운데 들려온 송 선교사 자네의 소천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소!

송 선교사! 그대는 죽어서도 중국선교의 초석이 되기 위해 중국이 바라 
다 보이는 인천 앞바다에 당신의 유골을 뿌려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갔 
지만, 그 유언을 들은 우리는 오직 선교적 대사명만을 향한 당신의 헌신과 
순종의 삶에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구려!

5년 전 대륙의 선교적 비전을 품에 안고 함께 훈련원에서 선교사로서 훈 
련받던 그 때가 생각납니다. 그 때, 우리는 함께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 
기 위해 무릎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지 않았습니 
까?

송 선교사!

당신은 우리와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신 그분의 명령 
을 따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의 불모지인 중국대륙을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영하 25t； 의 매섭고도 혹독한 추위와 공장매연으로 흰 
눈조차 까말게 변해버리는 중국의 공업도시 00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 
고 몸바쳐 애쓰던 당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인을 위하여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그대가 남 
겨놓은 사역의 흔적들이 지금도 중국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송 
선교사 당신이 중병으로 중국 땅을 떠날 때 우리는 많은 7 1도와 눈물로 하나 
님의 뜻을 물었다오.

한국에 돌아와 가나안 농군학교의 생활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하 
심과 회복하심을 보면서 다시금 중국 선교의 새로운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만 이렇게 우리 곁을먼저 떠나다니 가슴이 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많고 저 넓은 중국대륙엔 추수할 일군이 
필요한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먼저 데려가셨나이까? 그리고 남겨 
진 사모님과 지은이, 인준, 이 어린 두 남매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송 선교사! 당신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과 교회와 동료 선교들의 
찢어지고 미어지는 이 가슴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 
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송 선교사를 부르신 깊 
고도 오묘한 그분의 뜻을 믿기에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송 선^ AH

이제 당신은 우리 곁을 먼저 떠났지만 당신의 승리로 
운 사역의 발자취는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누었던 그 꿈, 중국대륙의 복음화를 
위하여 남아있는 우리들01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것01 

며 기도할 것입니다.

송 선교사!

이제 평안히 주님 품에 안식하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1998.10.8 

-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가

송 선교사님은 93년 11월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 
속 선교사로 중국 랴오닝 (遼 
寧)성 선양|藩陽)시에 파송 
되어 캠퍼스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하였으나, 95년 초 
에 만성간염으로 인한 간경 
화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를 받으셨다. 잠시 기력을 되 
찾은 후, 95년과 % 년에 가 
나안 농군학교에서 교목으 
로 사역을 하셨다. 하지만 건 
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 

으로 외항선교에의 여수지 
부에서 중국인 전도사역을 
하셨다. 그러다 결국 98년 
추석 다음 날, 그 오랜 간경 
화로 인해 ■전주 예수병원’ 

에서 소천하셨다.

장승원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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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0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저우위차이 (周玉才)

"내 영혼을 소생시저1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합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4절)

나에겐 

•5산1 에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청년시절까지 온통 
사 회 주 의  사 상 과  
유물론 사상으로 세 

뇌당해 왔었기 때문 
에 만물은 모두 자 
연 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생각을 굳 

히고 있었다.

루쉰(魯迅) 은나의 
숭배자였으며，영웅 

들은 나의 우상이었 
다 . 기독교와 예수 

는 비록 텔레비전이 
나 책을 통해 본 적 
은 있지만，나에게 
는모두  낯선 이름이었다.

그런데 1995년 어느 날，어머니는 복음을 받아들였 
고，계속해서 누나，여동생，형수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생각이나 언어， 
생활습관 등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나는 그들이 신에 미쳐서 이상하 

게 변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나는 멸시하듯이 “그 
것은 단지 정신적인 의존일 뿐이에요. 나는 결코 당

신들처럼 되지 않을 거예 
요 :’ 라고 말했다.

1996년, 나는 한국에 가 
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 

지만 어머니는동의하지 않 
으셨으므로，나는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25%라는 사실 

을들어 어머니를설득하였 
고 결국은 허락을 얻어내었 
다. 그러나 허락에는 한 가 

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 
은 매일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이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 나는 그때에《창 

세기》를 다 읽게 되었으며， 
꽁꽁 얼었던 내 마음은 비 
로소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 

했다. 나는 그 때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출국하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 
어주셔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내 계획대로 
한국에 오게 해주셨다.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주신 사랑

축복의 땅, 한국은 마치 하늘에서 만든 화원과도 같 
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러나 세상의 악 또한 이 고층 
건물과 화려한 네온사인 가운데 가득차 있었으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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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밤하늘의 별과 같이 사방에 흩어져 반짝이며 
우뚝 솟은 십자가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국의 
구석구석까지 편만하게 펴져 있었으며, 이 축복의 땅 

에 찾아온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졌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호와 이레’ 셨다. 그는 넓은 한 
국 땅에 나를 위해 한 명의 주의 종을 준비하셔서 이 
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를 변화시키셨다. 나는 우연 

히 김 전도사님(여전도사님이신데，나는 그분을 영적 
인 어머니로 생각한다)을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게 되 
었는데, 그녀의 도움으로 인해 나의 길은 변화를 갖 

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기묘했다. 우리들은 서로 말 
도 통하지 않았지만，그녀가 전해준 복음을 나는 이 
해할 수 있었고, 또한 믿을 수 있었다. 함께 교회에 
온 80여 명의 중국 형제 중에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 

을 영접했다. 나는 전도사님 이 세상사람과는 다르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의 사랑은 허기진 사람이 
꿀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여, 예수님을 거절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교회를 다 
니게 되었고，그 곳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삶을 맛볼 

수 있었다. 비록 설교말씀이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 
만，예배가 끝나도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고 매일 주 
일이 기다려졌다.

어느 날 , 김 전도사님은 나에게 "중국에는 목회자 

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우스운 말이었다. 내가 어떻게 목 
회자가 된단 말인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 떻게 목회자가 된단 말인가? 그러 
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셨으며, 나로 좁은 길 
을 걷게 하셨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에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97년 8월，내가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일이 끝난 후 너무 피곤하여 작업복도 벗 
지 않은 채 갑판 위 에 누웠다. 평상시 나는 간절히 기 
도한 후에 선실로 내려갔었기 때문에 일어나 기도하 
고 싶었지만，내 마음 속에서는 ‘괜찮아，그냥 자’ 라 
는 또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냥 자버 렸다.

다음날, 일하려고 일어났을 때에 어지럽고 온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으며，머 리가 특히 더 아팠다. 일할 

힘은 없었지만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중 
국인에게 •'너는 먼저 가서 일해，나는 주님께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비웃으며 “너 미쳤어?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 

고 말했다. “있어：’ 나는 확신있게 말했다. 이 렇게 말 
하고 나니 마음이 곧 안정되었고，나는 간절히 기도 

했다. ‘나의 주님，나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나로 땀을 홀리게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셔서 힘이 
생기게 하소서.”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했지만 하나 

님은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고 5~6분 후에 바로 

땀이 나게 하셨으며 한 시간 후에는 완전히 낫게 하셨 
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아니며 of름다운 전 
설도 아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 

다.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드렸다. 당신은진실로 살아계신 주님이시 

며，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아시는 주님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였다. 크리스천인 사장에게 많 

은 돈을 사기 당했다. 나는 매우 실망했으며 맥 이 빠졌 
다. 크리스천은 모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었기 

때문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하 

나님은 나를 농촌에서 일하게 하셨는데，그 집은 주님 
께 축복받은 집이었으며，그들에게서 나는 주님의 영 

광을 볼 수 있었다. 농촌에서 매일 드렸던 새벽 예배 
와 저녁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믿음도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썼 
으며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에서 하 
는 중국어 복음 방송도 들었다. 농촌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의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나를 크게 변화시킨 한 사건이 있었 
다. 98년 3월 27일, 나는 변소를 푸고 있었다.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전에 나 같으면 이 런 일은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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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 보기만 해도 멀리 피해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 

금은 진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를 드렸다. "나의 주님，당신은 정말로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런 일은 내가 
이전에 싫어했던 일인 것을 아시고,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이 지금 나를 새 
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더 
욱 의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서 나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셔도 저는 기쁨으로 감 
당하겠습니다.”

6월 15일, 김 전도사님은 전화하셔서 중국인 제자 
양육을 하는 “사랑의 집” 에 와서 공부하지 않겠느냐 
고 물으셨다. 당시 나는 고민했다. 공부해야 하나，아 

니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된다 
면, 부모님의 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 또한 돈을 벌러오는 다른 중국인들처 럼 많은 돈을 
이미 썼기 때문이다. 지금도 은행 에서 대출한 2만 원 
(한화 약 300만원) 정도의 돈이 있다. 게다가 요즘은 
직장 잡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때 성경말씀이 생각났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 
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긴구로…” 그 후부터 마음 
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지시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 
러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 
리로다” 라는 성경말씀이 내 마음 속에 떠올랐다. 나 
의 마음은 곧 밝아졌고， 음 fr 비울 수 있었으며 나 
를 부인할 수도있었다.나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 
다. ‘나로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모든 일에 기도 
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께 구하 

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귀한 그릇 
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인해 어제 
까지의 고민과 갈등은 그날 밤에 다 사라져 버 렸고， 

새벽이 되어서는 름다운 꿈을 선물로 받게 되었

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나는 배낭을 짊어지고 새 

로운길을 떠났다.

“사랑의 집” 은 우리들에게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 
와 하늘에서 오는 사랑을 얻게 하셨다. 어느 날 중국 
인인 이 전도사님 이 자신이 어 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 
었는가와 어 떻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 
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나에게도 신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게 하 

였다.

“사랑의 집” 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많은 천국의 진 
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사랑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황 목사님, 장 목사님에게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 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있었다.

사썩자로의 부르심

그러나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 이 나를 사 
역자로 부르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수련회에 
서 가졌던 저녁집회 때，한성교회의 여자전도사님이 

울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중국 
선교에 일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국의 그 복된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듣자, 내 마음은 바늘로 찌르는 듯했으며, 

내 눈앞에 한 폭의 그림이 나타났다. 몇 십명이 모여 
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이었다. 우리 집은 가정교회 집 
회처인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할 목자가 

없었다. 단지 성경을 읽을 줄 아는 한 사람이 그들에 
게 성경을 읽어주면 그들은 집중해서 그것을 듣는다. 

그러다가 외지에서 전도자가 올 때면 그들은 만시를 
제쳐놓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온다. 그들은 하나님 

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불쌍한 수만 명의 
영혼이 있는 지역에 한 명의 전도자도 없으며，수백 
명의 신도가 있는 지 역 에 교회 하나도 없다.

나의 어머니는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급류와 같이 
격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그녀의 성격은 
겸손하게 변했으며, 글자를 읽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만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어머 
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전통 찬송가로 찬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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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도인과 교회를 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다. 우리 어머니 외에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 
고 간절히 복음을 사모하고 목회자를 기다리는 사람 
들이 많이 있다.

이 환상을 보자，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전 
도사님께서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전도자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기 
도하라고 했다. 이때 나는 어떤 힘에 밀려 앞으로 나 
갔다. “주 나의 하나님，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확 
신을 주시고, 나를 베드로와 같이 불러주셨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이 나를 필요로 하고，중 
국은 더욱더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하 
여 주셨으니，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나에게 
주신 큰 사명을 받겠습니다.”

전도의 헛 열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배를 얻었으니，반드시 
이 보배를 나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전할 것이며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중국에 있는 이모에게 전도하기로 했 
다. 이모는 불교를 믿고 있었으며 매우 완고하셨다. 

만원짜리 전화카드가 이모에게 전화 두 번 하면 바닥 
이 났다. 이모와의 통화내용의 절반 이상이 이모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 일 이모를 위 
해 기도했다. 할렐루야! 이모는 나의 첫 열매가 되었 
다. 어느 날 전화통화 중에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교회예배 

에 참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모의 구원은 나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었다.

한 마리의 양도 sn  |하시지 얹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집에서 같이 교육받던 학우 중에 은강이라는 
형제가 있었다. 그 형제가 막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에는 그는 성경을 알기 위해 매주일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군산 중화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간

절히 주님을 찾았었다. 그런데 사랑의 집에서 함께 
훈련받던 어느 날，내가 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 
더니，그는 도리어 다윈의 진화론’ 을 믿는다고 말했 
다. 그의 말을 들은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처음 

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홀렸 
다. 그가 너무나 불쌍했다. 나는 조용한 곳으로 찾아 
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 

께 설득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집안 
으로 들어가 친구들을 모았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진 
화론의 부당함을 증명했다. 다윈이 진화론을 다 쓴 
후에，어떤 사람이 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고 물 
었을 때，그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 《창세기》에서 그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다윈은 결국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노후에는《참회록》을 썼다는 말을 해주었 
다. 이런 저런 사랑이 담긴 충고로 그는 결국 그의 잘 
못된 생각을 돌이 킬 수 있었으며，우리들은 그를 위 
해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진리를 알리셔서 그의 양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 우리가 다음날，그 
를 보았을 때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으며 진 
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날 이후，그 
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 라고 고백했다. 할렐루 
야 !

에디로 가•야라나 >

이제3개월 과정의 제자훈련이끝났다. 그러나 나는 
망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나는 내 

가 직접 나서서 교회를 찾아다니며 나로 신학을 공 
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틱하는 인간적 인 방법을 
찾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이미 버 렸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 
나님은 내 앞길을 개척해 주실 것이며，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돕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周玉才/ 중국인 제자학교 졸업생 
번역/곽 숙 ᅵ 본지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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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열

시님방은 중국인가? 

성경상의 시님땅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훅자는 원 
방에서 , 혹자는 북방과 서 방에서 , 

혹자는 시님땅에서 오리라. 하늘 
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 
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홀히 여길 것임 
이니라” (이사야 49： 11-13).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 

멀리 남방과 북방과 서방과 시님 

땅을 바라보며 이사야 49장 10_13 

절을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이사 

야가 기록한 시님땅은 어느 나라 

를 가리키는 것일까? 칼빈은 그의 

성서주석에서 시님땅을 ‘CHINA’ 

로 주석하였고，대한 예수교장로 

회 표준주석 에서도 시님땅을 중 

국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중국 성 

서 또한 시님땅을 ‘진(秦)’ 으로 

번 역하고 있다. 이 런 근거들을 통 

해 이사야가 말하는 시님땅은 중 

국이라고 보기도 한다.

동방박사는 시님 인이다.

BC 1800여 년 경 , 오랫동안 지속 

되었던 주(周)왕조는 춘추전국(春 

秋戰國)의 혼란기에 진시황에게 

점령되고，BC 2세기 초에 로마보 

다 거대한 한(漢)나라가 등장하게 

된다.

한나라 야사(野史)에 효명황제 

(AD 1-6) 제위 당시，유명한 천문 

학자 유향(劉響)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것이 있다. 그 책에서 말하 

길 유향이 어느 날, 천문을 관찰하 

다가 다른 별들보다 특별히 큰별 

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 

하여 그는 2명의 제자를 동반하고 

별을 따라 1년을 여행하여 새로 

탄생한 어린 왕을 배알하고 황금 

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기 

는 예수님의 탄생시기와 일치하 

고 있어서，많은 성경학자들은 유 
향과 그 두 제자가 바로 마태복음 

에 나오는 동방박사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 변경지역 출 

입국 관리국에서 세금을 징수하 

던 마태는 유향과 두 명의 제자들 

을 직접 면접했거나，동료들에게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만 

이 자랑스럽게 동방박사 이야기 

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예수님께 드려졌던 

세가지 보물은 당시 중동지방에 

서 생산하지 못하는 물건으로，바 

로 중국의 특산품이라고 주장하 
는 학설도 이 동방박사가 유향과 

제자들이라는 학설을 뒷받침 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시님땅을 특별히 

섭리하고 계셨으므로 성육신이라 

는 대사건을 시님땅에 계시해 주 

셨던 것이다.

시넘삐서의  기독교 역>나 

시님땅에서의 경교(* « )

이사이=는 주전 7세기 경에 시님땅 

을 예언하였고，그로부터 7세기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시님땅에 

서 계시해 주셨다. 또한 그로부터 

7세기 후인 635년，당(唐)나라 때 

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선교 

사 아라본(Alopenzz)이 21명의 선 

교사를 인솔하고 장안(長安)시 서 

교(西敎)에 도착하여중국선교의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당 나라는 

당시 문호를 널리 개방하고 모든 

종교를 환영하였으므로 경교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당시 

황제인 당 태종(太宗)은 의 전재상 

(儀典宰相)인 방현령(房玄齡)을 

서교(西敎)까지 보내어 이 선교단 

을 환영하였으며，그는 선교단이 

장안에서 우거하면서 경교 경전 

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배 려하였다.

태종을이어왕위에 오른 고종 

(高宗)은 아라본에게 진국대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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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받아 인도를 경균하여 4년 
만인，1293년에 중국'® ( 義，)

(鎮國大法主)라는 관직을 부여하 
고 10개의 도(道)와 358개의 주 
(州)에 경교 사원을 건립하도록 

명 령하였다. 각 황실은 경교를 애 
호하였으며 대종(代宗) 때에 와서 
는 매년 성탄절에 향과 음식을 하 
사하고 축하를 하기도했다. 이 렇 

둣 경교는 당 왕조가 285간 계속 
되는 250년이란 긴 세월동안 황실 
의 극진한 보호를 받으면서 부흥 

하였다.

그러나 무종(武宗)에 이르러서 
는 경교 탄압 조서를 내 리면서 쇠 

퇴일로를 걷게 되었다. 845년 무 
종은 경교 신도를 한 명도 남지 않 

도록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이 렇게 탄압당한 경교 신도들은 
중심부에서 변경지역으로 활동무 
대를 이동하였으며, 송(宋)대에 
잠시동안의 잠적기를 지나 원(元) 

대에 다시 흥기하게 되었다. 원 
왕조 때에는 대부분의 황실 귀족 
들이 경교를 신봉하였으니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한 셈 이다.

원 왕조 수립 16년(1240년)에 경 
교 신자인 정부의 고관 안마길사 
(安馬吉思)가 단양관(丹陽館)의 
남방에 경교사인 대광명사( * 光 
明寺)를 건축하였다. 이 때에는 
경교를 야리가온으로 개칭되어 
불리웠다. 그러나 경교는 원 왕실 

의 몰락과 함께 몰락하고 말았다.

시님땅에서의 천주교

천주교 예수회 선교사인 존 코르 
비노(John Corvino) 신부는 1289 

년 로마 교황 니콜라스 4세의 파

에 도착했다. 그는 원(元) 세조(世 
祖)의 허락을 받고 열심히 선교활 

동을 하여 몇 년도 안 되어 6천 명 
에게 세 례를 주었다고 한다. 그는 
황실의 윤허를 받아• 옌징 시내 두 
곳에교회를건축하였으며 , 옌징 
에서 왕고부 추장 좌치왕의 청을 
받고30년이나걸려 신약과시편 
을 지방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150명의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 
쳐 신학교의 모태를 이루기도 하 
였다. 원나라는 주원장(朱元琼)에 
의해 무너졌다.

원나라 때부터 길을 연 서양 천 
주교는 명(明)대에 이르러는 여러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많은 시 

도와 변화를 시도했었다. 그 중 우 
리가 잘이는 마테오 리치 (Matteo 

Ricci) 신부는 광동에서 20년 간을 
체류하면서 많은 중국 서적들을 
연구하였으며 서양의 선진 지식 

들을 중국에 전해주기도 하였다. 

그들에 의하여 1605년까지 베이 
징(北京) 내에만 천주교 신자가 2 

백 명이 넘었다고 한다. 서구 각 
선교회에서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다.

명 제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질 
서가 혼란해지자 사회 에는 하극 
상과 권모술수，그리고 중상모략

이 성**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 속 
에서 질서정 연한 천주교가 그대 
로 존속할 수 없었다. ‘남경 교 
난’ 으로 불리우는 천주교 박해로 
인해 많은 선교人f들이 순교를 당 
했고 체포당했으며 출국을 당해 

야했다.

1644년 10월에 세조(世祖)는 베 
이징(北京)을 수도로 정하고 대청 
제국( * 淸帝國)을 선포하고 베 이 
징 내에 거주하는 한족과 외국인 
은 3일 내 에 나갈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베이징이 아닌 중국 다른 
지 역에서 천주교는 여전히 존속 
했을 뿐 아니라 발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상과 공자에게 제사드 
리는 것이 우상숭배인가 아닌가 
를 두고 선교사들 간에 논란이 일 
어나 그 논란은 교황과 중국 정부 

에까지 확장되었으며 마침내는 
‘예의지쟁(禮儀之爭)’ 이 일어나 
게 되었다. 여러 명의 교황들이 청 
왕조에게 수모를 당하고, 끝내 교 
황 측이 완전히 쓴 잔을 마시는 참 
패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선교사들은 완전 추방되었으며 
선교 사업은 전면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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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현 의 中  國 0 ^  야기 ■

시님땅에서의 기독교(»H») 활동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님땅에 
기독교가 아편전쟁의 뒤를 따라 
서 170개의 교단을 이끌고 대거 

진입하였다. 서양 기독교는 자기 
교단 확장을 위하여 연간 6500명 

의 지식이 풍부하고 유능한 선교 
사를 투입하고 막강한 선교비를 

^ 자하였다.

아편전쟁이 발발한 자 12년 후， 
그리고 ‘베이징조약 이 체결되기 

6년. 전 인 1854년 , 네비 우 스 
(Nevius)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하 

였다. 이 때는 중국 선교가 제한을 
많이 받는 시기 였다. 어려운 중에 
서 30년의 선교 경험을 가진 네비 
우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 신학을 상해에서 발 
표하였다. 그것은 바로 자양( 自 

養)，자전(自傳)，자치(自 治)라는 
중국 교회를 토착화시키기 위한 

원칙이었다. 당시에 많은 선교사 
들이 '톈진조약과 ‘베이징조약 

에 의하여 앞을 다투어 들어와 자 
기들의 교단을 확장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선교방법을 사용하 

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만약 기독교가 중국인들에게 맞 

게 토착화되지 못한다면 기독교 

는 중국인들에게 영원히 외국 종 
교로 남게 되며，기독교를 아편과 
같은 것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라 

고 염려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 

히 복음을 전했고 병을 치료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 
들을 입혀주고 억울한 일 당한 자 
를 도와주고 어 린이들을 길러주 

는 둥둥의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식민주의의 대 
포와 함께 중국 땅에 들어왔음으 
로 중국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그 

래서 중국인들은 선교사들을 아 

편상인들과 함께 양귀신이라 별 
명을 부치고, 본토인이 신자가 되 

어 세례를 받으면 국민배신자，배 

은망덕한 자요, 불효막심한 자라 
고 지탄하였다. 그리하여 양주 교 
난 사건, 천진 교난 사건，의화단 
사건들이 계속하여 기독교를 반 

대하여 일어났으며，중화민국 당 
시 선교사가 세운 학교와 교육병 

원의 운영권을 각 교단 선교회로 
부터 박탈하였다.

마침내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 
이 창설되면서 모든 선교회와 선 
교사는 시님땅으로부터 전면 철 
수하고 말았다. 그러나 1979년 중 

국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주님 

의 일꾼들이 계속 중국을 
재도전하고 있으니 그 오랜 숙원 

이 머지않아 이뤄지리라 기대한 
다.

이심혈/중국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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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046명서 현재 3 ,374명으 

로

한국의 IMF 경제 한파로 베이징 
(北京)의 한국 유학생 수가 현격 
히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재북 
경 한국 유학생 연합회(회장 권지 

최근 조사한 금년 9월 1일 
현재의 베이징 각 대학에 재학 중 

전체 한국 유학생 수는 3,374 

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의 6,046명과 지난 5월 현 
재의 4,590명에 비해 각각 44.2% 

와 26.5%씩 대폭 감소한 것이다. 

한국 유학생이 이처럼 크게 줄어 

든 것은 주로 어학 연수생들의 감 
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 한 
화) 가 
현재드 

® 이 전 

■

I

베 0 ᅵ징 한국 유학생 분포

대학명 유학생수
북경대학 468
청화대학 120
인민대학 178
대외경제무역대학 110
북경중의약대학 350
북경외국어대학 80
북경어언문화대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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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 테 일러(J. Hudson Taylor)만큼 중국을 위 
해서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전통을 깨뜨리고 과감히 중국 복장을 입었 
으며 , 교파를 뛰어넘어 팀을 이루어 사역하기도 
하였다. 그가 당시 중국인들과 같이 기꺼 이 낮아 

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목표를 위해 자기 방식 
을 버 리고 다른 동역자들과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이 언제나 복음을 들고 새로운 미 
개척지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의 동기는 무모한 모험심에 있는 것도 아니 었고 
자기 성취욕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그리스 
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 
는  것이었다.

이제 수백만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똑 
같은 확신 가운데 살이•가면서 자신들의 헌신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고 있 
다 . 오늘날 세계 교회가 중국을 주시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라는 큰 일에 중추 
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때에，중국 선교 
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보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겠 
다-

아  V■作7  5 * /  " 7 / 5 -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거든 그를 하나님을 위 
하여 중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읍소 
서” 라는 제임스 테일러의 헌신된 기도의 열매 
로 , 허드슨 테 일러는 1832년 영국 반즐리에서 제 
임스 테 일러와 아메리아 테 일러 사이 에서 1남 2 

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허드슨은 약국을 경영하는 아버지의 일을 도 
와주거나 배우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 
을  사랑하며 자연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 이러한 유년시절, 소년시절의 학습과 경험은 
허드슨이 의료선교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 

다 .

처음 기도 내용과 같이，아버지 제임스는 중국 
에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중국 선교 
사가 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자주 중국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며 선교시들에 대해 이야 
기를 해주곤 했다.

허드슨은 15세가 되었을 때，반즐리 은행 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의심 많고 물질 중심적인 세계 
에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 허드슨은  은행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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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으나 그것은 쉽 
지 않았으며，도리어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 강한 내적 혼란을 겪었다. 그는 동료들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 
했다. 그것은 보수적으로 교육받은 감리교 집안 
의 아이에게는 전혀 생소한 것들이었다. 그는 이 
제 기도도 그만두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 
했으며, 매사를 의심 많은 그의 동료들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허드슨은 눈병으로 인해 
겨우 9개월 만에 은행 일을 그만 두어야만했다. 

이제 주변 세상에 대해서는 좀더 눈을 떴으나 자 
신이 믿던 바에 대해서는 확신이 사라진 상태에 
서 그는 다시 아버 지의 가게로 돌아와 일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의 침울함을 이해할 수 없었 
고 ，그가 수심에 잠기는 것을 보면 화를 내곤 하 
였지만，어머니는 그를 깊이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연을 캐묻는 대신 온유함으로 허드슨 
을 대하였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

허드슨이 17세가 되었을 때，오후의 무료한 시간 
을 떼우기 위해 그는 복음 소책자 한 권을 들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뒷마당의 낡은 창고 

로 가서 읽기 시작했다. 허드슨은 그 책자의 내 
용을 보며 자신의 죄를온전히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 그분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리 
하여 허드슨은 반즐리의 그 창고에서 그리스도 
인이 되었다.

허드슨은 회심을 한 후，자신이 하나님을 위하 
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간구했고，하나님 
이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지 깨달았다. ‘나는  내가 전능자와의 언약 속으 
로 들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그 언약을 철 
회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는 것처 럼 느껴졌다. 

어떤 음성이 내게 ‘너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라 
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시간 이후로 내가 중국 
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전교  A R 5  전 그가 중국 복음화의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이후로，허드슨은 중국선교에 공헌한 사람 
들에 대해 알기 시작했고，그들은 허드슨에게 많 
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허드슨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비전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부터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웅담을 기 
다리며 준비할 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역사 
하게 된다고 믿고 있었다.

허드슨은 우선 창간호부터 계속 구독해 오던 
〈중국협회〉의 총무 조지 피어스(George Pearse) 

에게 편지를 내 서 〈중국협회〉의 사역을 친구들 
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회보와 가입 신청서 그 
밖의 자료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반즐리 조합교회의 목사님이 인쇄업자 메드허 
스트가 쓴 『중국의 현재와 미 래』라는 책을 가지 
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책을 빌리기로 했다. 그 
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선교사들의 마음이 그러 
했던 것처 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이 채워 
주실 것임을 믿었다. 즉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 
셨던 확신이 그 당시에 적합했던 것처럼 지금 우 
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 
은 것이다.

한편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중국어 공부 
에 아주 무서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었다. 당시 
허드슨에게는 중국어 사전이나 문법책도 없었 
으며 단지 중국의 표준어 인 만다린어로 된 누가 
복음서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어 
공부는 어느 선배 선교사의 말을 빌리면，“강철 

같은 몸 ，놋쇠 같은 허파，참나무 같은 이마，용수 
철 같은 손 , 독수리 같은 눈 ，사도들의 마음，천사 
같은 기억력 그리고 므두셀라 같은 수(壽)를 요 
구하는” 작업이었다. 허드슨은 아침 5시에 일어 
나  공부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함에 있 
어서 아주 충실하며 적극적인 행동으로 다가가 
기 시작한 것이다.

1851년，〈중국회〉에서 발 간 하 는 『글리너』지는 
남자들이 중국으로 나갈 것을 호소했고, 특히 의 
학 지식이 있는 전도자들을 찾았다. 허드슨은 아 
버지의 약국에서 5년 동안 일한 덕분에 약조제 
에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자립도 
해야했고 의학 공부의 필요성도 느껴 의사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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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1851년 3월 21일부터 
허드슨은  헐 (H ull) 에서 로버트  하디 (Robert 

Hardy)의사 밑에서 조수일을 하게 되었다. 하나 
님은 사역을 하기 위한 능력과 기희를 하나씩 완 
벽하게 준비해 주셨고 허드슨은 그것에 순종했 

다 .

그는 ‘위대한 모험의 준비 작업’ 을 위해 두 가 
지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당시의 중국은 자유 
스럽지 못한 나라였으므로 고생스러운 생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적은 비용으 
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또한 그곳 
에서 허드슨은 언제 어디서건 무슨 일이 일어날 
지라도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을 습득해 나갔다. 그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있었 
다. 그가 열병으로 죽은 한 남자의 해부 작업을 
하다가 전날 밤 바늘에 손가락을 찔린 상처로 인 
해 악성 열병에 전염되었을 때에도 그는 주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 30여 분도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은，사명에 대한 그의 의지는 물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그에게 “자넨 이 

제 죽은 목숨이야. 가서 마지막 정리를 해 라 고  
했지만, 허드슨은 “하지만 그게 아닐는지도 모 
롭니다. 제겐 중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 
문에 죽어선 안됩니다. 그렇지만 열병이 맞다면 
가서 주님을 만나 뵈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 
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은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말이다.

^ 4 .

허드슨이 21세 때，드디어 중국 선교회의 대표로 
중국으로 출항하여，상하이(上海)에 도착했다 . 

당시는 태평천국의 난(18504864)이 절정에 이 
르고 있었고 추위와 궁핍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 
었다. 그런 중에도 중국 도착 2년 내에 열 번 이 
상 전도여행을 했고，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들 
어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돌아오곤 했다.

허드슨은 다른 외국 선교사들과는 달리 중국 
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중국 옷을

입었고 변발을 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유익이 있었다. 테일러를 지원하던 런던선교회 
가 선교사 봉급을 위해 빚을 지게 되자 사임을 
하고 철저히 자신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의뢰하 
였다.

7、에  小 ，/ ” 产? ”

1855년 6월，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에서 선 
교사 및 상인 공동체의 의사가 되어달라는 부탁 
을 받고 의사로 일하면서 전도사역을 했다. 어느 
날，파커 의사의 조수로 있는 피터라고 불리우 
는 젊은 중국인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의 일이다. 허드슨은 그 날 배부할 전도지와 책 
자들을 준비하느라 선실 안에 들어가 있었다. 피 
터는 하릴없이 배 주위를 왔다갔다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딛어 운하 속으로 머 라가 곤두박질해 빠 
져버 렸다. 물 밑은 낮았으나 깊은 진창에 처박 
혔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없었다. 허드 
슨은 재빨리 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으나 혼자서 
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 주변에 있는 고깃배 
를 불렀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빠졌어요.”

“지금은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고기 잡느라고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고개를 설 레설 
레 론들었다.

“고길랑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분  고기판 돈 
을  내가 다 책임지고 줄테니 빨리 오세요:’ 허드 
슨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돈은 얼마나 줄건데요?’ 허드슨은 자기의 귀 
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과 한참을 협상을 한 후，그들은 비로소 움 
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터는 이미 죽어 있었 
다 . 허드슨은 마음이 괴로웠다. 어쩌 면 저 중국 
인들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나몰라 할 
수가 있을까? 이 렇게 냉혹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 
허드슨은 깊은 절망감과 낭패감을 느꼈으며 중 
국선교를 포기하고 싶기까지 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내버려둔 채 가인처럼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 이까? ’ 라고 말한다면 저 무심한 중 
국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며，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더욱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858년 1월 20일，허드슨은 닝보에서 미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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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서행전

로 언니와 함께 
학교에서 ^사 를  
하고  있는 마리 
아라는 예쁜 아 
가씨와 결혼하였 
다 . 그리고  1859 

년 9월에 파커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물려 받 스  

아 병원일을 하 
였고 아편 중독 
자  사역도  하였 
다 . 허드슨은아 
편 중독자들에게 
의학적인 처방보 
다 그 리 스 도 를  

믿게 해주는  것 
이 아편 중독자 
치유에 더 효과 
가 있다는 사실 
을 깨달았다.

어느날 허드슨 
이 노천교희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였다. 허드슨이 설교를 마치 

자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영국에 이 복음 
이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백 년 
쯤  되었을 겁니다:’ 당황한 허드슨은 두리뭉실 
하게 대답했다. “예?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에게 
와서 전한다는 겁니까? 우리 아버 지는 20년도 넘 
게 진리를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죽었는 
데… 당신들은 왜 좀더 일찍 오지 않았나요?’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다.

I860년 여름，허드슨과 마리아는 허드슨의 건 
강 약화로 중국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 
다 . 영국에 있는 동안 중단되었던 의학공부를 마 
쳤으며, 닝보어로 된 찬송가와 신약전서를 발간 
하였다. 그 외에도 여기저기에 중국에 관련된 글 

들을 썼다.

허드슨은 벽 에 커다란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수 
시로 그것을 쳐다보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수억의 사람들을 생각하곤 했다. “오늘 
하루도 33,000명의 중국인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죽어갈 것이다:’

1864년 말부터 허드슨은 돌아갈 계획을 구상 
하기 시작했다. 아직 복음이 이르지 못한 열한 
개의 성(省)에 복음을 갖고 들어가려면 최소한 
24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그는 훈 
련된 24명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허 
드슨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초교파 중국 선교단 
체인 ‘중국내륙선교회(China Inland Mission)’ 를 
창설하였다. CIM은  일체의 모금 운동을 하지 않 
고，오직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 
음정책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1866년 5월 , 허드슨의 기도 응답으로 허드슨 
부부와 사방 각처에서 온 최초의 중국 내륙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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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9명이 중국행 배 에 올랐다. 교단 파송 선교 
사밖에 없던 시절，테일러의 ‘믿음선교’ 는  대부 
분의 사람들에게 무모하게 보이는 것이었으나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실제 가운데 보여 주었 
다 .

한편 CIM소속의 선교사들은 허드슨과 같이 모 
두 변발과 중국 복장을 입도록 하였다. 중국 복 
장 착용에 대한 허드슨 자신의 생각은 중국 문화 
에 대한 그의 깊은 존중과 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그의 예리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은 당시로선 0ᅵ•주 앞지르는 것이었으며，현 
지 다른 선교사!■과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 
다 .

허드슨은 딸 그레이스와 5살의 사무엘，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노엘，그리고 정말로 사 
랑하는 마리아를 중국 땅에 묻었다.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지만 때마다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얻 
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CIM사역은 잘 되어가고 있었다. CIM선교사들 
은 내륙 깊숙히 들어가 미개척지 성에 들어가 새 
일터로 심아" 복음을 전했으며，허드슨은 그들의 
필요를 돕고 지 원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18기년 11월 허드슨은 제니 폴딩이라는 아가 
씨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 제니와의 결혼은 그 
동안 마리아로 인해 낙심해 있던 허드슨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사역에도 활기를 주었다. 한편 
W 6 년에，CIM은 역사상 또 하나의 도전적인 기 
도를 하기 시작했다. “내년 안으로 최소한 100명 
의 새 선교사” 를 위한 기도였다. 그 때 많은 사람 
들이 그 일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허드슨은 확신 속에 그 일을 진행 
시켜나갔으며 CIM 식구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드디어 1877년 11월이 되어서는 2명 
의 협동 사역자가 포함된 102명.의 전임 사역자 
가  중국으로 보내졌다.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하 
신 것이다.

중국과 영국을 오가며 바쁘게 32년을 (그서사역 
을 하는 동안, CIM은 이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 
려지게 되었다. 허드슨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중국 선교 
에 헌신하게 하였다. 허드슨이 가서 설교하는 곳 
마다 학생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중국 선교사

로 자신을 헌신하고 나섰으며, 헌금도 계속 쉬지 
않고 들어왔다. CIM을 통해서 2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허드슨은 1888년 신년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 
은 말을 했다. “사람에게 헌금을 호소하지 않을 
수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 
는 사 실 을 결 코 잊 지  않 도 록 합 시 다 .우 리 가 받  
는 모든 헌금 속에는 하나님 이 주시고 하나님 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신령한 역사하 
심이 담겨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사역 
을 남다르게 축복스럽게 해주는 요소이며，또 
우리로 남다르게 계속하여 그분만을 의뢰하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행 
복한 자리를 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충성되이 여 
겨주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요 ?’ 이러한 그의 고백들은 그가 작은 일에서부 
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 
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다.

“ 그 如 ^ -5 -  厂 nb  사 현 ”

1800년 후반기에 전쟁이 빈번한 시기에도 중국 
선교는 계속 진척 이 되어갔다. 그래서 1895년에 
는  (그사의 총 멤버는 621명이 되었고 모두 122개 
의 주요 기지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90곳은 복음이 한번도 닿지 않았던 내륙 깊숙한 
곳의 성(省)들이었다.

노년에 들어서도 허드슨은 계속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더 많은 선 교 사 #을  보내달라고 기도 
하기를 쉬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에나 몸이 늙었 
을  때에나 허드슨은 오직 일관된 한 가지 목표， 
즉  중국 선교만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자기가 약할수록 주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았다.

1905년 , 800여 명의 선교사들을 거느린 선교 
회의 총재 테일러는 마지막으로 중국후난성(湖 
南省) 창샤(長沙)에서 그의 73세의 삶을 마치게 
되었다. 그의 비문에는 이 렇게 그의 삶을 기 억하 
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간 사람 .”

정리/김종영 •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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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의 물결 속에 갈라서는 

천만 쌍의 부부들
지슈오밍 (紀頓鳴)

중국이 대외개발을 실시하면서 전통적 가정관념 
이 무너져 가고 있다. 12년 동안 천만 쌍의 가정 
이 파괴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혼인법을 제정함 
으로 이혼풍조를 막아보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만든 사람 중  여성이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 
종적으로는 남성이 80% 이상되는 전국인민대표 

자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성추문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는 클린턴 
은 미국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대배심원단 앞 
에서 자백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미 
국 유선 방송 네트워크(cable news network)가 
실시한 인터뷰에 따르면，인터뷰에 웅한 사람 중 
70%가 클린턴이 비록 혼외정사를 가졌다 하더 
라도 그가 진실을 밝히기만 한다면 대다수 국민 
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법적으로도 문 
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지도자들의 혼외 성관계에 대한 미국 국 
민들의 관용적인 태도는 중국대륙에 있는 사람 
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서양 너 
머에 있는 중국 학술계와 법조계에서도 이 혼외 
정사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최근 
북경에서는 이 혼외 성관계를 막음으로 이혼풍 
조를 막아보고자 법률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임시로 “혼인 가정법” 으로 명명된 법률 초안에 
서는 쌍방 부부간에 “서로에게 충절을 다한다” 

는 의무조항을 삽입해놓고 혼외 성관계가 발생 
했을 경우 과오를 범한 한쪽이 이혼시에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의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동시에 
부부가 3년간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법 
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의 하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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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당한쌍이이혼

개혁개방과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최근 20년 간 
중국의 가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중국 
인들의 결혼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이혼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경의 국무원 민정 
부 발표에 따르면 96년 중국에서는 113만 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 이혼율이 1천명 
당 1.85명으로 2분 9초에 한쌍꼴로 이혼한 셈이 
된다. 북경사람들은 우스개 소리로 60~70년대 에 
는 길거 리 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식사하셨습 
니까? ” 인사를 했는데 80~90년대에는 만나면 
“해어지셨어요? ”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 . 불과 
85~90년의 5년 사이에 중국의 이혼자 수는 951 
만 여쌍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려할 만한 일은 이혼자체가 아 
니라 사회와 가정에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이혼사 
유에 있다. 80년대 중국의 이혼 연구보고서 에 따 
르면 제3자의 개입으로 가정이 파괴된 사례가 
전체 이혼 사유중 네 번째를 차지，전체 이혼 총 
수의 10%를 차지한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증가 
일로에 있으며 혼외 정사로 유발된 이혼은 80년 
대 초 이혼자 수의 14%를 차지하던 것이 80년대 
말에는 40%로 급증했다. 혼외 성관계로 인해 매 
년 수십만의 가정들이 파괴 되고 있다. 강서 성 고 
등법원 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가장 주요한 이혼 
사위는 개인 욕망추구와 혼외정사로 인한 가정 
파괴라고 한다. 북경의 하급법원의 통계에 따르 
면, 1997년 각 법원에서 심의처리했던 각종 민사 
소송중에서 이혼관련소송이 1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이띠엔취(海淀區) 법원에서는작년에 심 
의한 이혼소송이 전체 민사소송의 60%를 차지 
한다고 하면서 혼외정사，제3자 개입으로 부부 
관계에 금이 간 경우가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신 유행이 되고있는 혼외정사

혼외정사나 외도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들끓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증가해가고 있다. 혼외정사 
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가정 이 얼마가 되는지 아 
무도 정확히 알고있지 못한 실정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외정사에 말려들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위로는 중공 중 
앙 정치국원인 천시퉁(陳希同)으로부터 아래로 
는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권세와 재물 다음에 
는  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밥그릇 안 
의 것을 먹으며 솥안 것도 탐낸다” 는 속담이 있 
듯이 어떤이는 심지어 “애인 하나 두는 사람은 

인물，애 인 하나도 없는 사람은 폐물, 애인을 여 
럿 두는 사람은 동물” 이라는 인생철학도 만들어 
내고 있다.

근래들어 중국대륙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자 
경제 여건도 개선되고 부유층도 증가하자 "띠•뜻 
하고 배부르면 욕정이 생긴다’라는 말을 연상하 
게 한다. 어떤이는 현재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승진，돈벌이, 마누라가 죽는것” 에 두고 있다. 

중공 중앙의 당기풍 쇄신사무실，민정부，감찰 
부 내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대 
도시 처장급이상 관리들 중 청년간부들의 이혼 
률이 다른 계층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베이징 
(北京)은 32%, 상하이(上海)는 34%，광저우(廣 
州)시는 32.5%로 이혼 수치는 계속 상승 중이라 
고 한다. 이 통계자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혼외정사로 인해 이혼을 하고 있는지에 대 
한 언급은 없지만 빈번한 사교장，오락장 출입 
을 통해 새로운 연인을 찾고있는 사람들은 부지 
기수이다. 베이징에 있는 한 나이트 클럽에서 
한 간부는 술을 마신 후  한 아가씨를 껴안고 나 
지막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가씨 손을 잡으면 내 마음이 떨리지，애인 
손을 잡으면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 오르지만， 

口!누라 손을 잡으면 왼손이 오른손 잡는 것처 럼 
아무 느낌도 없어”

결혼한 중년 관리와 막 열애 중이던 쑤치(蘇 
堵)는 본래 꾸이저우(貴州)성 산골 출신으로 대 
학을 졸업한 후  자기고향으로 직장을 발령받았 
다. 그러나 멋진 외부세계를 맛본 그녀는 한평 
생을 외진 산꼴짜기에서 보내기 싫어 광저우에 
있는 한 대학원에 진학 하였으며，그곳을 졸업 
한 후에는 선전(深圳)의 어느 큰 회사에서 일하 
게 되었다. 그녀는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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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을 얻 
게 되자, 이제 
마음에 드는  신랑 
감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2년 전 
한 연희석상에서 중국 
처녀들의 이상형인，대 
학을 졸업하고 정부기관 
에서 일하는 훤칠한 키의 
북쪽 남자를 알게 된 것이 
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 

미 결혼한 유부남으로 부모 
의 강요로 고향마을 여성과 
감정도 없는 결혼을 했으며，
이들 부부는  학력차이로 
인해 대화의 공감대를 느 
끼지도 못하고 한 울타리 밑 
에서 사랑없이 10년간 
생활하고  있는 것이 
쑤치로 하여금 이 남 
자에 대해 연민의 감 
정을 느끼게 되었다.

제3자냐, 늦은 사랑이 

냐?
쑤치는 자신의 출현을 구 
세주의 출현처럼 여기는 그 
와 날이 갈수록 정이 깊어져 
마침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쑤치는 이 문제에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전처와 이혼하려고 하지만 부인이 죽어도 이혼 
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사랑의 세계에 
늦게 참여한 사람이에요. 제겐 사랑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쑤치는 자신이 제3자라는 사실 
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자라는 말 속에는 깎아 
내리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요. 저는 늦게 도착한 
사람입니다. 늦게 온 사람 중 앞자리에 앉는 사

람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회의 변화와 인구 유동의 가속화는 혼외 
정사와 이혼율 중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개혁개 
방 이후 유동인구가 증가하자 노동자 취 업붐，지 
식청년들의 도시진입，외국 비즈니스맨의 진출 
열，출국 열기 등이 일어났고，이와 같은 상황은 
이들 모두 이혼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광저 
우에서 발 행 하 는 《남방주말(南方週末)》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광저우의 컴퓨터희 
사에서 일하는 리(李)는  자신이 광저우에서 5년 
간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와 o}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허 
무하고 또 돌봐줄 사람도 없어 같은 직장에 있는 
한 여자 동료와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결국 혼외 
정사까지 가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방송진행 담 
당자가 그가 만일 이후 두 여인 중  어떤 여인을 
택하겠냐고 물으니 그는 주저없이 자기 아내를 
선택하겠다고 대답했다. 진행자가 그 여지동료 
가 알게 되면 마음이 상하지 않겠느냐고 하니 뜻 
밖에도 그 여자친구가 옆에 있다가 전화에 대고 
자기는 남자친구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행자에게 말하 
면서 자기는 그 남자친구를 사랑하기에 애정관 
계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상관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짧은 혼외관계가 부른 비극

요즘 젊은이들의 연애는 저하늘 끝까지 하겠다 
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단지 자기도 한 번 멋진 연 
애를 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들의 연애기간은 매우 짧다. 상하 
이(上海)에 사는 양위샤는 그녀의 부 남  애인과 
한 순간의 혼외관계를 가진 후 결혼으로 이어지 
지 못한 자신의 불분명한 신분 때문에 독심을 품 
고 남자의 아내와 딸에게 유산을 뿌려 아내는 중 
화상을 입고 양위샤 자신은 고의상해죄로 형장

80 중국을주께로  1999/1 • 2



중국은 미금

의 이슬로 사라졌다.

광저우 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 
로 인한 가정폭력이 광저우시의 혼인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광저우법원과 여성 연합희가 연합하여 가•정폭 
력 피해 실태조사’ 를 실시해 처음 15일 동안 남 
편으로부터 구타당한 6명의 여성들에 대해 피해 
실태조시를 벌였다. 작년 ! 월부터 올해 5월 동 

안 , 광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은 고의적 인 살인과 
상해 사건 195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41건이 불 
법 성관계로 인한 것으로 29명 이 사망하고 15명 
이 중상을 입었다. 대다수의 혼외정사는 시작부 
터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 혼외정사 문제의 도 
전을 맞이해 난징(南京)에서는 수십명의 기혼여 
성들이 제3자  문제를 응징할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사회 에 호소했다.

1996년 12월 70여 명의 인민 대표자들이 모두 
현행 혼인법 개정을 촉구했다. 새 혼인법 초안을 
기초한 사람 중의 한사람인 중국 정파따쉐(政法 
大學) 교수 우창전(巫昌酿)은 oV주주간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혼인법 개정 
안이 나온지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번 
에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민정부에 위탁 초안을 
만드는 데는 런민따쉐(A 民* 學 )，베이징따쉐 
(北京* 學)등 6명의 법률전문가들이 법률기초안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1년여 시간동안 수차례의 
수정작업을 벌인 결과 현재 초고가 민정부로 넘 
겨졌고 마지막으로 인민대표자대희 법률 공장 
위원회에서 원고가확정되게 됩니다：’

이 법률초안이 대중매체에 소개되자 큰 논란 
을 불러일으켰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률초안은 
현행 중국 혼인법과 18년 사법 역사의 완결편이 
라고 평하면서 중국현실에 맞는 혼인가정법전 
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떤 사회학자는 이 평가를 
수긍하지 않으면서 “이 개정법은 혼인관계 이외 
에도 자유로이 연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고 
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의 
미가 있으며 혼인이념의 후퇴” 라고 
말했다•우창찐은 “수정된 혼인법 
은 법치개념 수립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혼인법을 정비한 것으로 친척 
관계，혼인무효，재산，가족계획 방면에 공백으 
로 남아있던 부분들을 보충했다. 그러나 이혼법 
에 있어 사회적인 이견이 큽니다. “우창찐은 이 
혼제도는 혼인제도에 있어 중요한 일부분으로 
연애，혼인관계 에 있어 자유분방을 초래하여 혼 
인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와 매년 상승하는 이혼 
율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 
황 등 현행 중국의 혼인법 에서 규정한 이혼법 에 
중대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 
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이혼사유를 결정할 때 “부 

부  감정이 이미 깨어졌다:’ 는 표현을 “혼인관계 
가 확실히 깨어졌다” 로 수정하는 등 일부 사례 
들을 예로 제시했다. 두번째는 부부간에 서로 충 
절의 의무를 다했는가를 확인하고 만일 이혼이 
한쪽의 부정행위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면 잘못 
을 범한 한쪽에서는 마땅히 상응하는 책 임을 져 
야한다. 세번째로 이혼 후 자녀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규정이다. 우창찐 씨는 법률에서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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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절을 지킨다는 것을 부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외정사는 불법행위” 로 본다는 것이 
다 . 이는 일부일처제에서 나온 것으로 이혼을 억 
제하려는 목적은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 
면서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잘못에 대한 책임추궁도 현재 중국 
의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된다고 말하면서 “이익 
을 침해당하는 한 쪽은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권 
리가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곧 
제정될 새 혼인법에 이혼 관련조항을 삽입함으 
로 이혼율을 낮추려는 시도에 대해 시큰둥한 반 
응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에 있는 사회과학원 사회학 연구소 부 
연구원인 쉬안치 씨는 주주간과 가진 인터뷰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혼에 제한을 가하자는 제안의 취지는 먼저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사회안정 
을  저해함으로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는데 두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문제를 법적으로 과도 
하게 개입해 자유로운 이혼을 막자는 발상은 현 

대문명과 세계조류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매년 
중국에서는 이혼자 수가 중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중국의 이혼율은 매우 낮 

은  수준입니다.”

쉬안치 씨는 자유로운 이혼은 자유로운 혼인 
의 전제 조건으로 불가피한 보장조치라고 말한 
다 . 이혼이 허용되는 유일한 기준은 부부간의 
감정에 금이 간 것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아혼 
시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안치씨는 현재 과실을 범한 쪽이 이혼 
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이혼판 
결이 난다고 하면서 이 반년이란 시간은 본인에 

게 이미 충분한 징벌이며 만일 그래도 끝까지 배 
우자와 화해하지 못하겠다면 계속 징 계를 내 린 
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기는 어 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별거 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켜 천 일 
동안 부부가 싸우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사자나 
자녀 모두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라는 것이다. 쉬 
안치 씨는 만일 배우자가 끝까지 고집스레 다른

사람과 살고자 한다면 이혼 소송시에 상대방에 
게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라고 말했다. 혼인법 토론에 참여한 정파쉐위 엔 

(政法學院)의 장시 엔위(張賢f i)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혼인관 
계에 있어 새로운 문제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 
하고 있어 현행 혼인법의 수정보완이 시급합니 
다 . 90년대 이후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혼인법 
에 커다란 수정을 해오면서 혼인관계에서 돌이 
킬 수  없이 금이 간 경우를 이혼 허용의 시유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이혼사유 조항에서 ‘감정에 금이 
간  경우’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 결혼 
관계가 분명히 깨어졌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혼인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 
다 . 어떤 학자들은 중국에서는 여지껏 법이 제정 
되고 이 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례가 
없었다고 말한다. 혼인법 논쟁은 실제적으로 중 
국 개혁의 71속화를  모색하고 있으며，사회 발전 
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가 탐색해 보는 과정이며 
또 3억이 넘는가정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중 국 관 영 〈인 
민일보(ᄉ民 曰 報 )〉가 혼인 논쟁을 보도하는 글 
이다. 혼인문제를 연구하는 대다수 법률전문가 
들이 여성이므로 혼인 가정법 초안 기초작업자 
역시 여성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룰을 최종적으로 남성이 80%를 차지하는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의 토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 
로 법안 초안자와 입법 의결자 간의 입장이 일치 
할 지는 미지수이다.

출처: 亞洲週刊 35期 開放潮沖散千萬對駕鸯

지슈오밍 (紀硬鳴)/중국인 
번역 • 손바울 /  중국어문선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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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년  10월 5일은 중국의 정치 민주화의 일보 
를 내디딘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 날 중국 
정부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 국제 인권규약의 일부 
인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제규약 에 서명 
했다. 이 규약에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고문금지 
및 자결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명 
B규약이라고도 부른다. 친화순 유엔 주재 중국대 

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중국정부를 대표해 이 규 
약에 서명하면서 “중국은 국내 인권신장을 위해 노 
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친 대사는 중국정부가 지 
난해 서명했던〈경제，사희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제(A규약)〉에 대한 비준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정부의 이러한 서명과 노 
력은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중국의 확고한 결의 
를 나타내는 것” 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이 두 개의 국 
제조약은 76년에 조약을 제정해 현재 한국을 비롯 
한 140개 회원국이 이 규약을 비준한 바 있는데，중 
국 내에서 이 조약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서는 전국 인민대표대희 의 비준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의 지도력과 체제의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이 조약의 비준이 쉽게 통과될 것 같지 않지만，이 
를 근거로 그 동안 지하에서 활동하던 민주화 세 력 
들이 지면 위로 올라오고 뒤따라 지도부의 정치개 
혁도 수반될 수 있으므로 중국정부의 행보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최초의 민주당 창당 설립

중국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의 당 창당 이 
념에 따라 어떠한 야당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형 

. 식적으로는 당내에 민주파 인사라는 야당 인사들 
을 심어놓고 외형적인 야당의 모습을 갖추어 놓고

훌 부 형

스

손바울

는 있지만 이것은 정식 야당이라기보다는 대외 선 
전용으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정당 설립 신청이 번번히 기각됐던 “중국 
민주당” 이 지난 11월 6일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전격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정부의 허 
가여부에 관계 없이 정당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그동안 “야당 설립 절대불 
가”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정부의 대웅이 주목되고 
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의 인권과 민주화 운 
동 정보센터” 에 의하면 대표격인 쉬원리(徐文立) 

를 비롯한 가오홍밍 (高洪明)，차젠궈(查建國)，장후 
이(張輝)，류스준(劉世尊) 등 북경 내 반체제 인사 
들이 6일 북경 시내에서 극비리에 비밀회동을 갖고 
중국민주당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희는 결정 직후 공고문을 통해 “21세기 초 
에 제1차 중국민주당 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 
언했다. 이어 “중국정부가 최근 서명한 인권규약은 
국민에게 정당을 조직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 내 법률에도 국민의 창당권을 금지한 규정이 
없다” 며 창당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전국적인 창당 
분위기와 민주인사들 창당 움직임은 현재 전국적 
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창당 위원회가 
결성된 지역으로는 저장(浙江)，산등(山東)，후베이 
(湖北)，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릉장(黑龍 
江)이다. 왕요우차이(또有才)，장징성(張京生)등이 
주요 인물이며，올 여름 왕요우차이를 중심으로 결 
성된 중국민주당은 중국의 7개 성에서 창당준비위 
원희를 가졌다. 이는 중국 정계를 강타한 빅뉴스였 
다. 왜냐하면 1949년 중공정권이 성립된 이래 합법 
적인 수단을 써 여러 성(省)의 인사들이 연대해 발 
기모임을 갖고 설립한 중공 최초의 야당이기 때문 
이다. 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왕요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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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32살로 저장성 항저우따쉐(杭州ᄎ學)와 
베이징따쉐(北京* 學)에서 수학한 엘리트 출신으 
로 항저우(杭ttl)에 있는 동방통신공사(東方通信公 
社)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는 89년 북경당국으로 
부터 지명수배를 받은 21명의 민주화학생운동 지 
도자 중 서 열 15위를 차지하는 핵심인물로 올 6월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발맞춰 저장성 민정 
청(民政廳)에 “중국민주당” 설립신청서를 제출하 
고 준비위원희를 구성했으나，8월 7일 현지 공안 
당국으로부터 국가전복기도 죄라는 명목으로 체포 
돼 구금된 적이 있다. 현재 그는 자택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 또 홍콩의 중국인권 민주운동 
정보센터의 소식에 따르면 11월 11 ...

일에는 중국민주당 후난(湖南)

창당위원회가 결성을 선포하 j  

고 결성 당일 날 후난성(湖南 j  

省) 민정청에등록신청세 •

보냈다고 한다. 후난 민주 _

당 창당위 원회는 현재 수감 
중에 있는 반체제 인사 장징 
성(張京生)을 명예위원으로 1  

추대했는데，그는 79년 후난성 
“공화보” 편집 주필을 지내다가 
4년형을 언도받고 89년 민주화운동 
에도 참여했으며，이때 13년 형을 언도받 
고 현재 후난성 제 1감옥에 수감 중이다. 이 밖에 국 
외에서 중국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중국 인권 운동 
가로는 웨이징성(魏京生)이 있다. 중국 민주화운동 
의 기수인 웨 이는 과거 18년 간 국가모반죄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의료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고문과 협 
박으로 몸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관한 저술을 남기며 열악한 중국의 인권상 
황을 서방에 알렸다. 그는 유럽 순회방문을 통해 
중국정부의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서 

구나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강 건너 불 
구경할 것이 아니라 무역제재 조치를 취해서라도 
강경한 입장으로중국의 인권개선에 기여해 줄 것” 

을 촉구했다. 임시비자로뉴욕에 거주하던 웨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해 얼마전 영주권을 부여하기 
로 가결했다. 웨이징성 외에도 천안문 민주운동의 
주모자로 구금생활을 하다 미국 대학에서 유학생 
활을 시작한 왕단(또丹) 등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론과 행동을 갖춘 민주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또다른 민주세력
왕요우차이나 웨이장성，왕단과 같이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전면적 반대입장은 아니지만 제도권 안 
에서 온건한 민주화 바람을 불어넣는 무리들이 있 

다. 바로 66년 이후 10년 간 중국 대륙에 
광란의 “인간개조” 작업에 참여한 

} ᄉ 문화대혁명 홍위병 세대들이다. 

문화대혁명(문명개조운동) 당 
시 어린 10대 청소년들이었 

%  던이들은모택동이주도한 
홍위병에 가담해 낡은 사 
상 , 낡은 문화，낡은 풍속， 
낡은 습관의 네 가지 구시대 

적 유산 청산을 이유로 백만 
명 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 

1고 문화재 등 수만 채의 건물， 
가옥들을 파괴한 무법분자였으며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30대 후 
반에서 40대 후반의 기성세대로 성장한 이들은 과 
거 정치적 권력 다툼에 휘말려 이성없이 행한 자신 
들의 만행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중국 
의 매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의 활약은 정치권에 
서 두드러진다. 국무원 재정부 부부장인 러우지웨 
이 씨는 현재 나이 48세로 중고교 시절 문화대혁 명 
당시 홍위병 에 참가, 사회곳곳의 참상을 목도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중국의 세금제도에 관한 최고전 
문가로 주퉁지(朱銘基) 총리가 주도한 세금제도， 
유가증권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개혁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다. 그는 개혁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 
다. 개혁과 개방으로 국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따라서 당의 정책을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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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으로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언제 
든지 당에 반기를 들 것입니다” 이들 문화대혁명 
세대들과 민주세대들 간에는 서로 간에 이무 정치 
적 연대감이나 이념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는 않 
지만，고여 썩어 들어가고 있는 현 중국 지도부에 

개혁의 바람을 불어 넣는 개혁 촉구자의 역할을 감 
당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발이 맞지 않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금까지 정식으로 북경의 민정부나 현지당국에 
창당준비위원회 설립 신청이 제출된 곳은7개 성에 
이른다. 이 중에서 9월 16일 이후 18명이 야당설립 
신청을 이유로 당국에 체포되거나 구금당했다. 그 
러나 산등성과 후베이성의 재야인사들이 처음 창 
당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당국에서는 창당신청을 
즉각 기각시키지 않았다. 일단 접수，받아들인 것 
이다. 처음 이 소식이 대만과 홍콩언론에 소개되자 
각 언론매체들은 “중국 정부의 해금조차’ ，“중국정 
부 야당설립 허용” , “중국 정치개혁의 돌풍”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일 

이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야당설 
림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으 
로 밝혀졌다. 북경정부가 뉴욕에서 국제인권규약 
에 서명하자 일부 성 민주인사들은 규약에 규정된 
대로 야당 신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 때 
일부 지방 민정부 관계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명 
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 당황한 가운데 딱부러진 입 
장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며칠이 지나 중 
앙정부에서 정식으로 강경 입장을 내보이자 지방정 
부도 지시대로 강경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 
49년 이후 중국에서는 수많은 지하당이 세워졌고 
활동했지만，결국은 모두 반혁명 집단이라는 죄목 
으로 주동자는 구속되고 조직은 와해 되고 말았다. 

일례로95년 북경 베이징 어언학원(言語學院) 교사 
로 있었던 후스건(胡石根)은 중국민주당을 세우려 
다 20년 옥살이를 했다. 과거 중국정부는 민주인사 
들에 대해 대규모 색출，체포, 처형 등 극단적인 방 

법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공갈협박，회유，위협 등 
은밀한 조치로 방법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커

다란 변화는 아닐지라도 중국정부가 국제인권 조 
약에 가입한 것은 국제적 압력을 무시할 수 없어 
취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민 
주당 창당으로 중앙정부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이 조약이 체결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위법규이자 세부규약인 
의정서에 서명해야 하고，이 의정서에 서명한 상태 
에서 그 나라 국민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침해 당사자나 주변인물들이 유엔인권위 
원희에 즉각 투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투 
서를 받은 국제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국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해당국가는 6개월 이 
내에 처리 후 답변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사건들은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인권옹호 움직 임과 국제 조 
류의 추세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 
목된다.

결 론
올해는 반봉건체제 에 반대하는 무술변법 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때 작지만 민주화 
의 물결，인권옹호의 움직임이 중국전역에서 확산 
되고 있다. 한쪽은 제도권에 반대해서，다른 한쪽 
에서는 제도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다양 
한 방법으로 민주화를 향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 
다.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쉽게 타협하거나물러서려고 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밀고 밀리는 줄다리기를 

통해 중국의 민주화의 아침은 서서히 밝아 올 것이 
다.

* 참고자료: S 州週刊 98년 10월호, 중앙일보 98년 10월 16일 

자, dsd today news world 11 월 13일자

손바울 /  중국어문선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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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 으 I 법 이 나

주 님 의  법 이 니 :?

석은혜

중국에 ‘입국문속(入國問俗y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먼저 그곳의 풍습을 물어보라는 뜻 

으로, 다시 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다 는  말이다.

베이징(北京)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중국인의 풍습 
(?)을 따르면서 몇 가지 느꼈던 갈등을 나누고자 한 

다. 이것은 나만의 갈등이 아니었고，현지에 살고 있 
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느꼈던 갈등이며, 또 앞으로 
중국에 들어가 살 크리스천들이 느껴야 할 갈등이 기 
도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에 정착할 때 한 사역자의 도움으로 중국 민 

간인들이 세놓은 집을 얻었다. 사실 이것은 중국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의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외국인들 
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의 집 값은 터무니없 

이 비싸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한국 
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고，경제적인 이유로도 부득 

이한 일이기에 양심의 거리낌없이 그렇게 살았었다.

어디에서 환전을 해야 하나?
베이징에 살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나를 
갈등케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 중 하나는 환전하 
는 일이었다. 정식으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면 당 
시 미화 100불당 인민폐 810위안(元)정도를 받을 수 

있으나 어언문화대학(語言文化大學) 옆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암달러상들에게 환전을 하면 830위안에 
서 840위안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곳에서 환전을 했다. 비싼 값으로 환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은행에 가기 위해 시내 
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달러상이 전혀 암달러상 같지가 않았다. 그들은 가 
게 앞에 버젓하게 한국어로 ‘환전합니다1 라고 써서 
붙여놓고 달러 장사를 하고 있었고，단속하는 사람도

없었다.특별하게 의식을 하지않고서는 그곳에서 환 
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약 
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렇 
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떤 한 사역자는 그것이 중국의 사회악을 

조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환전하는 일 
은 잘못된 일이라며 굳이 택시를 타고 시내 은행까지 
가서 환전을 하곤 했다. 다른 한 사역자도 ‘우리가 이 
땅에 빛을 전하러 왔는데 불법을 좇아 행하는 것은 잘 
못된것’ 이라며우리사역자들만이라도 은행에서 환 
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또 다른 

사역자에게 의사를 묻자 그는 다른 입장을 표했다. 좋 
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사느냐는 투 
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 면 

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역자는 이 런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으로 한국에서 보내온 미화(US $)를 찾을 때 처음부 
터 인민폐로 바꾸어 찾았다. 그럴 때는 직접 달러를 

은행 에 가지고 가서 환전할 때보다 좀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로 약간의 갈등 
을 겪었지만 결국 편리함 때문에 한국에 돌이•올 때까 
지 이 암달러상을 이용해 환전을 했다.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이 이 암달러상에서 환전을 하고 있을 것이 

다.

병원에서 치료도 관시®빼 )로?
내가 평소 하는 일이 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늘 어깨가 결리고 통중이 있었다. 

이왕 한방이 발달하•고 물가가 싼 중국에 온 김에 이 
곳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중의 
로 유명한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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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접수를 해야 하는데, 당시 접수비만 인민폐 50 

원(한화 7,500원)이었다.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은 더 비싸졌다고 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접수비 
가 중국인에 비해 4,5배나 더 비쌌다. 의사가 맥을 짚 

고 약을 처방하거나 침을 맞으면 다시 50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한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이 방법을 사 

용했다. 비록 일 주일에 두 번 맞는 침이라고는 하나 
왕복 택시비(일반 버스를 사용할 경우 2번을 바꿔 타 
야 하고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았다)에다가 치료비까 

지 합하면 한국에서 보다 더 비싼 셈이다.

내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 

은 한 한국 분이 그 병원에 알고 있는 의사가 있다면 
서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 의사를 소개받은 후부 

터는 접수비를 내지 않고 직접 의사에게 찾아가서 침 

을 맞았다. 이렇게 하자 침 맞는 값 50원만 의사에게 
주면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병원의 규정대로 하 
지 않고 ‘관시(關係)’ 에 의해 이루어진 혜택(?)이었 
다 . 그러나 이것 역시 나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렇게 하 
고 있었다. 침을 맞는 순서도 기다리는 순번과는 상 
관없이 ■관시’ 만 있으면 먼저 맞을 수 있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설 때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갈등을 겪어야 했 
다. 공식적인 병원 규정을 따르자니 외국인이라는 이 
유로 부당하께 비싼 값을 내야하고, 남들처럼 ‘관시’ 

를 이용해 병원 규정을 어기면서 싼값으로 치 
료를 받으니 마음이 개운치 않고….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아 결국 몇 번 가다가 의사에게 
인사조차도 못한 채 병 원 발길을 끊었다.

이 때 이 병원을 통해 중국사회의 한 단면을 ：_

볼 수 있었다. 중국인들은 이 물질문명속에서 
도 철저히 사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 

고 있었다. 이렇게 들어온 치료비를 의사 혼 
자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간호사 
들과 평등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처음 
에 이런 사실을 모른 나는 그 의사에게만 치 

료비를 주어야 하는 줄 알고 의사가 자리에 없 
을 때는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그런 !

데 한 간호사가 자신에게 돈을 주고 가도 된다 
고 말해 의아해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 

게 해서 들어온 돈은 모았다가 나중에 서로 
평등하게 분배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인들

은 600~700위안(한화 10만원 가량) 정도의 월급을 
받지만■이런 ‘희색수압 이 있기에 살아• 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선 이런 종류의 불법 이 근절되 

기가 어 려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딩신 신분은 무엇인가?
또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중 간과할 수 없는 것 
은 바로 신분에 관한 문제다. ‘선교사’ 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런 저런 거짓말을 하게 된다. 게다가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이 렇게 대답해 

라” 라며 자녀들에 게도 거짓말을 가르친다. 한 사역자 
는 자녀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칠 수는 없다 
고 생각하여，자신이 뭘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어느 날 그 선교사의 자녀가 “아빠는 집 

에서 매일 뭐해 ?1” 라며 물어 보더란다.

어떤 한 서양 선교사는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라 
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 한 것 

이 괴로워서 자진해서 철수했다고 한다. 한국인의 문 
화와 사고방식으로는 그 서양선교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자신의 거짓말을 용 

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중국에서 장기 사역 
을 하는 사역자들의 신분상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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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숙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대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을 

^ 도  없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전에는 중국 기차표 

값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값이 달랐다. 그래서 여행길 

에 정당하게 비싼 외국인 표를살  것인지, 아니면 싼 
내국인 표를 살 것인지가 우리의 고민이었다. 그런데 
1994년부터 기차표 값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해 

지면서 우리는 이 고민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 
나 아직도 남아 있는 문제는 암표였다. 중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때, 대부분 암표를 사이: 

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많이 시정되어 가고 있다 
는 소식을 들었으나 암표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구에서 표를 사서 어딘가를 가려고 한다면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에 이 암 
표를 구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 
을 하나님도 아실 것이다.

그리고 공중 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일이다. 중국 

에서 살다보면 휴지통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 
다 보니 중국인들처럼 아무 곳에나 휴지를 버 리고， 

길을 건널 때도 건널목에 상관없이 0ᅵ•무 데서나 막 
건너간다. 차가 사람을 피해 가는 사회，법 보다 사람 

이 우선인 사회에서 우리도 중국인처럼 공중도덕 준 

수에 무디어져 간다. 우스운 이야기로 중국의 이러 
한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던 한 사역자가 한국에 와 

서도 건널목을 무시하고 이무 데서나 길을 건너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고 나서야 마  지금 여기가 한국이 
었지’ 라고 깨닫고는 사정사정해서 겨우 벌금을 면했 

다고 한다.

또 중국에서는 자전거를 자주 잃어버 린다. 자전거 
를 잃어버리고 나서，경제적인 이유와 또 언제 잃어 
버 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고 자전거를 구하게 된다. 

그런데 중고 자전거라는 것이 사실은 농촌에서 올라 

온 중국인들이 비교적 새 자전거를 훔쳐다가 다시 파 
는 것이다. 이 때 이 자전거를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 
는지도 갈등이다. 이런 자전거를 사지 않으면 새 자 
전거를 사야하고, 이 런 자전거를 사 주면 그들이 자 
전거 도둑을 하도록 돕는 일이 된다. 나 역시 새 자전

거를 잃어버린 후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런 종류의 중 
고자전거를산 경험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명승고적을 여행할 때 외국인의 입 

장료는 내국인 입장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이다. 어떤 곳은 심지어 내국인 표에 비해 10배〜 
20배가 비싸다.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 갈 
둥을 느끼 게 한다.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언젠가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살면서 위에 언급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 리하는지 의식조사를 했었다. 그 결과 거의 85%가 

중국 문화에 적응，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감사 
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잘하고 있다고 말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난처한 경우가 있다.

어떤 사역자는 조선족 가정교회 에서 설교하다가 

발각되어 공안국에 끌려갔다. 그는 한사코 자신은 선 

교사가 아니라 장사하러 온 사람인데 우연히 기회가 
되어 자신의 신앙을 간중한 것이라고 끝까지 거짓말 

을 해 풀려났다고 간중했다.

이 간중에 대한 반응도 구구하다. 어떤 사역자는 선 
교하면서 부득이 하게 해야 하는 거짓말은 ‘하얀 거 
짓말’ 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 어떤 

사역자는 ‘하얀 거짓말 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 라 
고 말한다.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사람 
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필자 역시 여기에 

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무튼  베 이징 에 사는 동안 나는 한 사람의 크리스 
천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적지 않은 

갈등들이 있었다. 어떤 것은 중국 사회가 변화되기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를 위해 하루가침에 변화될 것 같지는 않 
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은 현명한 일 
이다. 그러나 로마의 법이 주님의 법과 대치될 때는 

어 떻게 할 것인가?

석은혜/본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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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나^ 신말이 없다?

방0J: 가독 ^  있는 에 ^혹하지  못하고，
‘‘/、불0卜 aHUh^ /난얼ᄀ卜ᅳ비에 -,M  신1연을 사와는 "갓은 아니겠지? ” 간며 

짜종을 내고 있는 여0丄물질로 안족을 업으a 고 물질^을  위해 탄허둥지고 있는 중 

국’ 물집로도 재우J지지 않는 정신정인 공허향은 무0고으로 채울 ᅳ^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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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린일 지린일

r998L? f   ̂ rô M 뉴 스
1 제9기1 1 太»■ 전국gjgjCH표 ch호| ^ •부 조 ~»Hnaj|. -iax<i-iH»a ~p太나

중국의 제9기 전인대 1차 회의가 3월 5일 개막，2주간에 걸쳐 지도부 인사개편, 관료조 
직 개혁안 마련 등 주요 안건 처리를 마무리 하고 20일 폐막되었다. 중국의 국가 주석 
및 중앙군사위 주석 에 장쩌민(江澤民) 현 주석 이 유임되고, 국가 부주석 에 후진타오 
(胡錦j壽) 정치국 상무위원을 새로 선출，국무원 총리로 주퉁지(朱銘基) 부총리가 임명 
되고，리펑(李鹏) 총리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주릉지 총리는 기 
존 국무원 내 40개 부서를 29개 부서로 축소하는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 내용을 발표 
했다. 전인대 회의가 금번에 특히 주목된 것은，21세기 중국을 이끌어 갈 최고지도부 
를 정점으로 젊고 유능한 각 분야의 책임자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의해 주도될 것으 
로 평가된다.

2. 중국 군(軍) ■■•벽 츠|수

중국은 지난해 9월 개최된 공산당 제1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인민해방 
군 병력 50만 명의 감군에 착수했고，군대의 효율성과 현대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7대 
군구와 총 참모부, 총 정치부，총 후근부 등 3총부로 이뤄져 있는 인민해방군의 기존 
지휘편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미국식 군대편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현재의 대군구제를 
개선，육해공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규모 군 개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3. CH동수로 으」한 국-나적 손실 발생

지난 6월 중순 이후로 중국 서남부, 중부 지 역을 휩쓴 대규모 홍수로 국가 예산의 16% 

에 해당하는 1천 7백억 위안(미화 2백 1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으며 2억 8천 
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 홍수에 따른 사망자는 3천 4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40년 이 래 최악의 홍수사태를 빚었던 양쯔강(陽子江)의 범람을 막기 위해 
관리와 군민 , 민간인 등 4백만 명을 동원해 제방쌓기 작업을 실시하고 홍수방지 시설 
을 점검하였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홍수까지 
겹침으로써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치 8%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되었 
다 .

4 ■트ij A !■ Q » !■ 츠!j 공-1H

중국 정부는6월 17일 도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시장지향적 주택공급 개 
혁정책을 발표했다. 이 개혁정책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오랜 관행이었던 공무원과 국 
유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주택배정 시스템이 폐지되고 신규주택 물량은 
원칙적으로 임대가 아닌 판매방식으로 국민에게 배분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사회주 
의 제도 아래서 장기간 실시해 온 주택 무상분배제도(福利分房)를 7월 1일을 기해 폐 
지하고 대신 주택 수당을 화폐로 지급하는 ‘주택분배 화폐화 제도’ 를 실시하였다.

5. 밀 클린번 美 통 량  중국 방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회담 
을 통해서 1989년 천안문사건 이래의 미 • 중 양국 간의 포괄적 협력의 시대를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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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린일 지린일__________________

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와 논의 내용은 중국 지도자들과 한반도 문제，인도-파키스 
탄간 핵무기 개발 경쟁 등 지역안보 문제에서 협 력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6. 중국호이 1 년 맞는 동콩■!?저• $1 ^

중국에 주권이 회귀된 지 1년을 맞는홍콩의 경제가 실업률이 15년내 최고치를 기록하 
고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더욱 암울한 상황에 빠졌다. 금년 1/4분 
기 중 국내총생산(GDP) 하락폭은 지난해 4/4분기의 플러스 2.7% 성장에서 대폭 후퇴 
한 지난 10년 사이 최악의 수준이다. 또한 실업은 지난 15년 사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들어 관광부문 매출도 20%이상 위축되었다.

7. 신 교 활 동  제 한 *►는  종 ;a 법  저여01

중국은 지방행 정조직 차원의 종교조례를 발표，‘종교시무조례’ 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 
는 방식으로 정부 인정 외의 외국인의 선교활동을 제한，전면 금지했다. 특기할 것은 
올해 실시된 광저우(廣州)시와 지린(吉林)성 사무조례에는 조례를 위반하고 종교활동 
을 진행했을 경우，인민폐로 최저 500위안(한화 8만 5천원)에서 최고 5만 위안(한화 
850만원)까지의 벌금을 내는 둥  정부의 제지，추방，법 에 따른 처벌 등을 받게 되었다.

8. £J터넷 폭발적 증가

중국에 인터넷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현재 인터넷 시용자는 매년 100% 이상의 폭발 
적 숫자로 중가하고 있다. 중국 연합네트워크 정보중심 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인터넷 

용자가 작년 10월의 62만명 보다 2배가 증가한 117만 5천명에 이르고 전세계 네트워 
크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64%가 중가한 54만 2천대 라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이년에 가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7백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아0년 쯤이면 세계 최대의 전자정보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9. 중 통3<i■으I 중국 국민 방문

지난 8월 24일로 한중 수교 6주년을 맞아 11월에 이루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 한-중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의 계기로 새로운 좌표가 그려졌다. 김대 
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 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이나 공동커뮤니케 둥 
의 문서를 통해 양국간의 ‘21세기를 향한 선 린 . 우호 . 협 력관계’ 로  진입，그동안 축 
적한 상호 신뢰와 실리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모색하였다.

10. 읊 ■ "벽 개 방  돌입 20주년

중국 공산당은 지난 I 2월 18일 사회주의식 시장경제 이론을 내세워 개혁개방을 결정 
한  제11기 중앙위 3자  전체희의 개막 20주년을 맞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다. 장쩌민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는 이 기념식에 참석, 개혁개방의 
당위 성을 재삼 강조하고 중국의 진로를 밝히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정리 • 서혜영 /중국어문선교회 협동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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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향 I

보 도 물 에  나 타 난 중 국

종교

중국경찰, 가정교회 신도 140명 
체포
중국경찰이 최근 140여 명의 가정 

교회 신자들을 체포했다고 뉴욕 
의 중국 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위원회의 데이비드 장 대변인은 

지난 11월 5일과 26일 중국 하남 

성의 난양시와 류완마을에 있는 
가정교회에 경찰이 들이닥쳐 예 
배를 드리고 있던 신자 140여 명 

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 중 적 어 
도 13명이 가정교회 지도자이며 
체포된 신자 대부분이 감옥에서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한다.

(국민 98.11.12)

북한 대북선교에 냉담한 반응… 

교계, 새 틀 ^색

북한이 남한 종교계의 북한 내 선 

교활동에 잇따라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북선교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종 
교계에서는 “북한이 남한 종교단 

체들의 공격적 ‘북한행’ 에 거부 
감을 표시하고，물질적 지원을 넘 
어선 선교활동에 경고를 해온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변과기대 

발표에 따르면，북한은 김 총장 추 
방 이유로 ▲자유주의이념 전파 

▲중국식 개혁개방 유도 ▲기 독

교 전파 등을 내세웠다고  한 
다.(조선 98.11.26)

정 치 . 군 사 . 외교

“중국 국유기업 내년부터 특혜 폐 
지”

주롱지 총리는 1999년 초부터 국 

유기업에 대한 특혜를 전면 폐지 
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홍 
콩 스탠더드지가 보도했다. 국무 

원은 최근 주총리의 지시로 국유 

기업에 특혜를 주고 사기업에 제 
한을 가한 종전 관행들을 일소하 

라는 내용을 담은 ‘사기업 발전을 
격려하고 지도하기 위한 지침’ 이 
란 제목의 문건을 중앙 부처와 지 

방정부에 시달했다고 신문이 전 
했다.(조선 98.10.25)

러국방부 ‘‘中國은21세기 전략 

적 동반자’

러시아는 중국을 오는 21세기의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 
고 러시아참모본부작전국장유 
리 발루예프스키 대장이 밝혔 
다. 발루예프스키 대장은 이고르 

세르게예프 국방장관이 최근 중 

국을 방문한 것은 러시아가 중국 
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98.11.5)

중국, 국가기관기업 민간이양 전 
^•기구 설치
중국은 인민해방군, 사법 기관들 
이 운영해온 업체들의 민간이양 
을 감독할 전담기구로 ‘국가 군 ■ 

무장경찰 사법기업 이양 판공실’ 

을 설치했다고 국가경제무역위원 

회(SETC) 대변인이 밝혔다.

(조선 98.11.6)

클린턴, 달라이 라마와 전격 회동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 
라이 라마와 만나 중국과 티베트 

간 대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 
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회동 
에서 장쩌 민(江澤民) 중국 국가주 
석과의 중 • 미 정상회담 결과와 

티베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둥에관해  설명했다고회담 
후 달라이 라마가 밝혔다.

(조선 98.11.11)

미 대 만 문 제  갈등 고조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티베트 문 
제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고 선언했다. 그러나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이 

베이(臺北)를 방문한 빌 리처드슨 
미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미국과 
대만 간각료  교환 방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대만문제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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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동아 98.11.12)

러 중 정상회담…공동선언 2개 
채택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장 

쩌민(江澤民) 국가주석 간 비공식 

회담이 지난 11월 23일 옐친 대통 
령이 폐렴으로입원 중인 중앙병 

원에서 열렸다. 장 주석은 이날 
모스크바 북쪽 교외에 위치한 중 

앙병 원을 방문，옐친대통령과 ‘비 
공식’ 정상희담을 갖고 ‘러-中 정 
치선언’ 과 ‘서부국경 획정’ 등에 
관한 2가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고 러시아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 
다.

(조선 98.11.23)

장찌민 방일…중일 과거사 문제 
타결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말 일본을 국빈방문 했다. 

이번 장 주석의 방일은 94년 미국 

과 러시아가 ‘성숙한 전략적 동반 
자관계’ 를 선언한 이후 미국 러시 
아 일본 중국 등 4대 강국간에 연 

이어 진행돼 온 연쇄 정상외교의 
완결편으로서 의 성격을 갖는다. 

(조선 98.11.25)

중' 일,정상회담후 서명 없는 공 
동선언발표
중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둘 
러싼 입장차로 장쩌민(江澤民) 국 
가주석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정상회담 후 양국은 이번 중국 국 
가원수의 첫 국빈일을 계기로 과 
거사문제를 매듭짓는다는방침 
에 따라 그동안 조정을 계속해왔

다. 그러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 표현을 놓고 끝까지 양측의 
주장이 대립, 결국 양국 정상의 
서명없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98.11.26)

베이징, 2001년 하계 유니버시아 

드 유치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2001년 하 

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선정 

됐다. 대학 1천여 개，학생수 3백 
40만 명의 중국은 이 대회를 위해 
6천여명의 선수 및 임원을수용할 

수 있는 선수촌을 새롭게 지을 예 
정이다. 한편 1999년 하계 유니버 
시아드는 스페인 팔마에서 7월 3 

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조선 98.11.30)

중국 당•정, 기업서 손뗀다. 내년 
부터 개혁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 공산당과 
각 행정부처에 대해 이들 당정기 
관이 관할하는 기업과의 관계를 

내년부터 완전 단절할 것을 지시 
했다고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의 
일요판 ‘비즈니스 위클라 가 보 

도했다.

(조선 9S. 11.30)

경제

외채 1년새 16% 급증…국제금융 
계 “우려”

중국의 외채가 지난 1년새 두 자 
리 숫자(%)로 급증해 국제 금융계 

에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외채가 
아시아 외환위기 직전인 작년 6월 
말 현재 미화 1,186억 4천만 달러

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1379억 6 

천만 달러로 집계돼 16.3%가 늘어 
난 것으로 밝혀 졌다고 발표했다. 

(조선 98.10.30)

중국，투신사 최고 70% 정리할듯
중국은 곧 공포할 새 법 에 따라 자 
국 투자신탁회사의 최고 70%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위있 

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코 
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 

(mu)보고서가 전망했다.

(조선 98.11.14)

중국, 인민은행 대대적 구조조정

관영 신화통신은 원자바오(溫家 
寶) 부총리의 말을 인용해 “인민 

은행의 기존지점들을 모두 폐쇄 
하고 대신 9개 지 역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것” 이라고 보도했다. 신화 
는 대표사무소가 텐진，선양，상하 

이，난징，지난，우한，광저우，청 
두 및 시안에 설치된다고 밝혔고, 

베이징과 충칭은 인민은행아 직 
접 통제한다고덧붙였다.

(조선 98.11.17)

중국, 아시아 국가들에 55억 달 
러 지원
중국은 IMF나 양자 채널을 통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 

들에 모두 55억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고 탕궈창(唐國强)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탕궈창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경제지원은 
“금융위기의 악화를 막고 위기 탈 
출을 돕기 위해 중국이 취한 중요 
한 기여” 라고 말하고 지원금에는 

홍콩 특별행정구가제공하는10 

억 달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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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간 평균 7% 성장 목표

중국은 향후 10년 간 연평균 7% 

의 성장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순 
정 위 대외무역경제합작부부장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오는 2천년 
까지 1조2천억 달러 이상을 여러 

부문에 투자할 계획임을 상기시 
키면서재원으로 국내 저축 등이 
사용될 것이나 “상당부분 외자 
유입 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그 
는 또 중국의 수출이 오는 2000년 
4천억 달러에 달하며 2010년까지 

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 
다. (경향 98.11.20)

중국, 4개도시 지하철 건설에 72 

억달러 투입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중국의 
20여 도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교 

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철 
과 경철도 건설 에 관한 중앙정부 
의 허가를 요청해놓고 있다고 관 

영 상해증권보가 보도했다. 이 건 

설계획은 이미 지하철을 보유하 

고있거나지하철 공사에 착수한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선전등
4개 도시 에서만 향후 10년 동안 6 

백억 위안(72억 달러)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 98.11.18)

(문화 98.11.18)

사 회

베이징, 어린이 보호 위해 컴퓨터 
게임 금지
중국 베이징 시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해 

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문 
화와 여가시설 내에서 컴퓨터게

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령을 내 
렸다. 관영 신화f •신에 따르면 베 

이징시 문화부는 인터넷 카페 둥 
대중에게 컴퓨터훈련과 통신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를 설 
치해 놓은 모든 시설 에 대해 컴퓨 

터게임을 전면 금지토록 명령하 
는 한편 위반시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 98.10.15)

베이징, 자전거 통근 첫 제재 움직
OI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자전거 통 
근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 

히 자전거가많은도시로 알려진 
중국의 수도 베이징 에서 사상 처 

음으로 ‘자전거 없는 거 리’ 가 선 

포되는 둥 자전거 통근에 대한 제 
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베 이징 경 
찰은 이번주 폭증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중에 굴복，둥시쓰따 

저K東西四大街)를 ‘자전거 없는 
거 리’ 로 선포하고 승용차 노선을 

한개 더늘렸다고보도했다. 

(조선 98.10.23)

천안문광장 7개월 간 보수공사
지난 89년 중국 민주화운동의 주 

무대 였던텐안먼(天安門) 광장이 
내년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 

주년을 앞두고 보수공사에 들어 
가 내년 5월 말까지 앞으로 7개월 
간 문을 닫는다고 인민일보가 보 

도했다. 공사기간 중 시멘트로 포 
장된 광장 바닥이 화강암으로 바 
뀌고 조명시설과분수대도손보 

게 될 것이라고 인민일보는 전했 
다 . (동아 98.10.31)

■중국 에이즈 김염자 급속 확산
중국의 에이즈가 이미 ‘급속한 성

장기’ 로 들어서 실제 감염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현재의 확 

산추세를 막지 못하면 2000년에 
는 에이즈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것이라고 인민일보가 보도 
했다. 중국에서는 85년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가 발견된 이래，올 9 

월 말까지 1만 1,170건의 감염사 
례가 보고됐으며，그 중 에이즈 환 

자는 338건，사망자는 184건이 보 

고됐다. (조선 98.11.6)

바람 피우면 강제노동
중국에서가장 개방된 도시에 속 
하는 광저우(廣州)시는 건전한 
결혼생활을 권장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바람 피우 

는 남성들을 강제노역시키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번 조치는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 
지면서 기혼 남성이 내연의 처와 
동거하거나 생활비를 대주는 사 

려1가 급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 
다. (국민 98.11.6)

중국서 북한여성 인신매매 조직 

범죄화
지린(吉林)성을비롯한  중국의 

일부 동북지방에서는 최근 밀입 
국한 북한여성들을유인납치해 

농촌 총각들의 색시감 둥으로 팔 
아 넘기는 인신매매 조직범죄단 

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 
징 에서 입수된 현지 신문 보도와 

소식통들의 말에 따르면 지린성 
엔벤(延邊) 옌지(延吉)시 공안당 
국은 지난 8월 초부터 11월 초까 

지 3개월 동안 모두 21명의 밀입 

국 북한여성들을 팔아 넘긴 조직 
범죄단 일당 5명을 최근 검거했 
다. (^1-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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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투자회사 폐쇄 피해 보상 
하라” 이례적 시위
지난 11월 11일 중국 베이징(北 

京) 중심가에 보기 드문 시위대가 
둥장했다. 200여 명이 3시간 동안 

도심을행진한이날시위는 ■지난 
89년 천안문사태 이래 가장 대담 

한 시위 였다’ 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시위는 베이징의 투자 
회사 ‘신국대’ 에 자금을 투자했 

던투자자들이 시위대로변한것 
이다. 회사는 당초 투자자들에게 
월 30%의 이율을 보장한다고 약 
속했으나，타이완 국적의 이 회사 

책임자는 돈만 챙기고 지난 8월 

회사문을 닫아버려서 이에 항의 
하는 시 위 를 벌 였다..

(조선 98.11.19)

중국, 남서부 연쇄지진으로 1천6 

백여 명 부상
중국 남서부에서 연쇄 지진이 일 
어나 2명이 목숨을 잃고，1천6백 

여 명이 부상했다고 중국 국가지 
진국이 밝혔다. 지진으로 통신이 
두절, 고립됐던 쓰촨성 옌위 엔 자 

치현에서 밤새 부상자들이 속출， 
부상자수가 하루 만에 2백 여 명이 
나 더 늘어났다.

(조선 98.11.21)

베이징 법원 재판 내달부터 일반 
에 ^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각급 법 

원의 재판이 12월달부터 일반인 

과 언론에 공개된다고 중국관영 

차이나 데일리지가 보도했다. 이 
번 발표는 베이징 고등인민법원 
(BHPC)이 중국 사법체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무회의를 개최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동아 98.11.21)

중국, 높이 35m 세계최대 불상 

건립
중국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려 24만 1천 달러(약 3억 원)를 

들여 세계 최대의 불상을 건립했 

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서부 간 
쑤(甘肅)성 산단 현의 1천5백년된 
사찰 경내에 35m 높이에 금박을 

입힌 가부좌 불상을 건립했는데 
“불교계” 는 이 불상을세계최대 

로 평가했다.

(조선.98.11.24)

중국 산아제한정책 변경, 임신허 
가제 등 없애기로
세계에서 악명 높은 중국와 산아 
제한 정책이 낙태 등 강제적 방법 

에서 다양한 성교육과 경제적 제 
재 등 보다 유연한 방법을 통해 국 

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 
향으로 바뀌고 있다. 산아정책의 

여러 폐단을 없애기 위해 중국 가 
족계획위원회는 쿼터제와 임신허 

가제를 없앨 계획. 자녀 수와 임신 
시기를 가정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진다.

(중앙 98.11.25)

중국，밀레니엄 맞아 대규모 합동 
결^ ^  계획
약 2천 명의 중국인，해외 화교_ 

외국인들이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을 맞아 1999년 12월 31일 베 
이징 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그 밖 
에 중국 전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합동 결혼식이 동시에 치뤄질 예 
정이라고 관영 차이나 데일리紙 

가 보도했다. 합동결혼식은中華

전국부녀 연합회，중국 부녀자 센 
터，중국국가 단결•우의 협회 등 
이 조직한 것이며 수백명의 명사 
와 적어도 1백 명의 성(省)정부 

지도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할 것 

으로전해졌다. (조선 98.11.28)

사유재산권 인정 헌법개정 착수
중국은 사유재산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보도했다. 

베이징 당국은 개혁개방으로 시 
장경제체제를 일부 도입한 후 지 
난 20여년간에 걸쳐 나타난 사회 

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 
해 제3차 헌법 개정에 착수했다. 

(조선.98.11.30)

한 • 중관게

아남전자, 중국 광동성 오디오공 
장준공
아남전지{쥐는 중국 광둥(廣東)성 
동관(東毙)시에 연산 50만 대 규 

모의 수출 전문 오디오 공장을 준 
공，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모 
두 4백만 달러를 투자，약 1년 7 

개월 만에 완공한 아남전자 중국 
공장은 아남전자가 수주한 티악 
(TEAC)사의 리시버와 독일 켈레 

사의 미니콤포 및 하이콤포，미국 
웰튼의 리시버，카세트데크 둥을 
생산하게 된다고 이 희사는 말했 
다.(조선 98.11.5)

조선족 심장병 어린이 순천향병 
원서
무료수술 중국 엔벤 조선족 3세들 

중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순 
천향병원 의료진의 도움으로 지 
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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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천향병원은 선천성심장병 
을 앓고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과 현지의 불충분한 의료시설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국 옌벤의 조선족 심장병 
어린이들3명을초청. 무료로수 
술해 주었다. (국민 98.11.7>

태평양, 중국 심양 ■아모레 미용문 

화원'인기
태평양이 지난달 초 중국 선양(潘 
陽)시에 개설한 ‘아모레 미용문화 

원1이 화장기법을 배우려는 중국 
여성들로 매일 성황을 이루고 있 
다. 1층 판매점. 2층 제품시용장 
소로 이뤄진 미용문화원에서는 
메이크업 전문요원이 상주. 고객 

들에게 화장품 선택요령을 안내 
하 는 등  각종 서비스를제공한 
다. (국민 98.11.11)

한.중 어업협정’ 베이징서 가서명
한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김대 
중대통령의 국빈방중에 맞춰 양 
국간 어업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공식발표했다. 양 

국은 제7차 어업실무협상을 열어 

배타적 어업수역과 잠정수역의 
폭등 핵심쟁점을 일괄 타결짓고， 
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지난 93 

년 이후 5년 간 끌어온 어업협상 

을 마무리지었다.

(조선 98.11.11)

재외동포 특례법 대상서 중국조 
선족제외키로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 
외동포 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제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재외동포 특례법 제정

을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이에반 
대하는 외교통상부가 최근 중국 

조선족은 별도의 시행령을 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 
안을마련키로합의했다” 고 말했 
다. (조선 98.11.12)

韓 中 건설업체, 양쯔강 교량사 
업 합작추진
양쯔(揚子)강 교량건설 등 중국이 

추진중인 6개 대규모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와 중국 건설업체간 합 

작으로 추진되고 양국 건설업체 

의 제3국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된 
다. (조선 98.11.12)

한-중 산업교류 전면확대 합의
한 - 중 양 국 은  자 동 차 부 품 - 

H D T V (고화질 T V ) - A T M (전전자 

교환기)-항공기등 4개 부문에 국 

한된 산업 교류를 내년부터 전분 
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에 
너지-정보통신-항공-전자 등 주요 

산업과 첨단 지식산업의 기술교 
류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하고, 자 

동차부품-석탄 등의 수출입이 늘 
어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 
원할 계획이다. (조선 98.11.12)

삼보컴퓨터, 중국에 대규모 생산 
단지^ ^

삼보컴퓨터가 중국 선양시와 합 

작, 선양에 10만평 규모의 컴퓨 

터 종합생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 삼보컴퓨터 이용태(李龍 
兌)회장과 모수신(慕緩新)선양시 

장은 서울 여의도 삼보컴퓨터 본 

사에서 대규모 컴퓨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한 • 중투자 의향서 

조인식을 가졌다.

(경향 98.11.13)

한■중정상, 12개항 공동성명 발표
한중양국은13일 두나라 관계를 
선 린우호협 력 단계 에서 '21 세 기 

협 력 동반자'관계로격상시켜 다 
방면적인 교류 협 력을 추진한다 
는 12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 

다 . (조선 9 a il.l3 )

金대통령 ''한중합작 중국기반산 
업 구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상하이 
(上海) 신금강호텔에서 열린 한 • 

중 경제인 초청 연설에서 “한국의 

산업기술 능력과 완전 자립한 원 
전기술 능력, 초고속통신망을 비 
롯한 정보통신분야  기술력은 
한 • 중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기 
술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밑바탕 

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동아 98.11.14)

한+ 콩, 형사사법공조협정체결
신두병 주홍콩 총영사와 레지나 
입 홍콩 보안국장은 홍콩에서 

‘한■홍콩간 형사사법공조협정’ 에 

서명했다. 체결된 형사사법공조 
협정은 ▲형사범죄의 수사-기소 
및 재판절차 공조 ▲범죄인의 소 

재확인 문서송달 중거취득 수색

암수 요청이나 중언에 협조 ▲주  
권 안전보장 공공질서를 해하는 

경우와 정치적 성격의 범죄 및 군 
법상의 범죄 공조거절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조선 98.11.15)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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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언어를 준비하고 있 

^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중 수 
교 이후 중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여자 
와 결혼한 중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최근 한국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인과 결혼만 하면 
쉽게 중국 국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국적을 얻는 일 

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중국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 중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중국에 장기적 

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류중’ 을 가지고 살고 있 
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공안국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국 여성과 
외국 남자가 결혼했을 경우 아이까지 낳았다 하 
더라도 외국인 남자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추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 
법으로든 중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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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중국 호구제도의 개편으로 이제 자녀의 호구는 부모의 희망에 따라 부친이 
나 모친 어느 쪽01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않습니다.

중국의 호구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 이 ‘호구’ 라는 말은 우리 나라의 호적과 같 
은 의미로 쓰입니다. 원래 중국은 결혼을 하면 

여성 측의 호구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 

약 도시 에 사는 남자가 농촌에 사는 여자와 결혼 

하면 농촌 호구를 갖게 되기 때문에 결혼 조건 
중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이 따 

라다녔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어머니의 호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호구는 중요하지 않 

을 수 없었습니다. 또 만약 남편이 직업을 따라 
외지에 거주하게 될 경우 남편은 ‘임시 거류증’ 

를 소지하게 되지만，부인과 아이는 호구가 없기 

때문에 헤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구 유 
동을 막는 역할을 해 왔지만, 이 때문에 많은 가

정이 깨어지는 ^픔 을  경험해야 했 

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을 기해 중 

국 국무원에서는 현행 호적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안부의 건의 

를 숭인하는 통지를 발표하였습니 
다 . 따라서 이제 부모의 희망에 따 

라 자녀의 호구는 부친이나 모친 어 

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 또한 부부가 서로 다른 지방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도시의 호구를 허용하기 

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의탁하려는 노인이나 도시에 투자， 

희사 설립, 또는 상품주택을 구입하 
는 국민에게 도시호구를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이 통지는 장기간 호구 문제로 애 
로를 겪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농촌 여성도 도시호구를 얻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호적 관리 
상의 문제점이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 

에 단기간 내에 완전히 해결하기는 불가능 할 

듯합니다.

이번 호구제도 개혁은 개 혁 개 방 이 후 20여 년 

만에 이루어 진 것으로，‘요지부동’ 한 것에 돌 

파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원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남 

녀구분 없이 중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면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

석은혜/본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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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5개 소수민즉은 숫적으로는 불과 10% 미만으로 극이 미미한 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리나 그a  중에는 아직도 목음을 한 변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증족이 많이 있다. 따라서 
중국선교를 생각알 때, 소수민쪽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호에는 연난성의 소수민쪽 중 두 
署쪽(獨龍)족과 지누J(基諾)족을 다루었다. 현지 사역자가 전아는 생생한 정보를 통해 선교 
지 상황을 이해하고,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S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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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9 )

§ J t 스V 으I 소 수 민 족 ( V I )

두 ¥ (  獨音I )족 과  지 y  (基諾)족

인구: 약 6천명(1990년 통계). 중국에서는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 
지만 미얀마에 더 많은 수가 살고 있다.

분포: 중국 윈난성(云南省) 누장주(怒江州) 궁산현(貢山縣)의 
두릉강(獨龍江) 양안(90%)과 북부의 누강(怒江) 양안(10%)에 주 
로 살고 있다.

언어: 궁산현(貢山縣) 안에 4개의 두롱족 마을이 있는데, 그 중 
에 제1，제2，제3촌의 언어는 대부분 같으나, 제4촌의 언어가 약 
간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사소 
통은가능하며 , 궁산현의 누족과도 의사소통이 71능하다 .

문자: 본래 문자가 없었는데，1950년대 초기 선교사가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했었다. 이 문자는 소수의 기독교 신자들 
만 알고 있었다가, 후에 이 문자를 기초로 병음문자를 만들어서 
1984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민족이름의 유래

두롱족은 본래 통일된 이름이 없었 
고，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이 

나 강의 이름 등을 사 §•하여 부르곤 
했다. 두롱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사 
는 사람들은 “두롱 ( d u l o n g ) ”  이라고 
불렀고, 디마강(迪麻江) 근처에 사 
는 사람들은 “디마( ( d i m a ) ”  라고 불 
렀다. 리쑤족( 傑傑 族)은 그들을 가 
리 켜 “치우파( 体 执  q i u p a ) ”  라 하였 
고 ，한 족 (漢 族 )은  “치우즈(保子 
q i u z i ) " ，또는 “취즈(曲子 q u z i ) ”  라고 
불렀다. 1950년대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이름인 “두롱” 으로 통일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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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역사

궁산현의 4개 촌에 있는 두롱 

족은 누강 지역의 누족과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의 풍 

습이나 언어는 상당 부분이 같 
고 ，의사소통에도 커다란 장애 
를  느끼지 않는다.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를 
알 수는 없어，전설을 근거로 
하여 알아볼 수밖에 없다. 아 
주 오래 전에는 누강을 중심으 
로 하여 아주 넓은 지역에 자 
리잡고 있었고，역사의 흐름 

속에서 혈 연혼，남매혼 , 모계 
사회 등의 과정을 겪어 왔다 .

이런 역사 속에서 사람의 고기 
를 먹는 습관도 있었다고 전해 
져 내려오고 있다. 시간이 흘 

러서 인구가 많아지고 부락을 
형성하게 되고 씨족이 생기게 
되자， 씨족이나 부락간에 싸 
움이 빈번하게 되고 패배하는 민족은 다른 지 역 
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때 이주하는 씨족은 강 
을 중심으로 하여 정착하게 되는데，그 강의 이 
룸을 자기들의 씨족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그 
래서 통일된 민족의 이름도 없었고, 커다란 한 
민족을 이룰 수도 없었다.

1950년 이후에 중국정부에서는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이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해 두롱이라 
는 이름으로 부르며 4개의 행정구역(촌)으로  나 
누어 관리하고 있다.

주요절기: 카췌와제(卡雀桂節,11월 또는 12월)
두롱족의 유일한 절기로 ‘신년’ 에 해당하지만 
정해진 날이 없고, 각 마을에서 스스로 기간을

두롱족 젊은이

정하여 지낸다. 이 절기 동안 각 가정마다 친구 
들과 친척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기며，사람들은 
각자 지닌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술과 
고기로 잔치를 한다 . 절기의 활동 중에 절정에 
해당하는 것은 ‘파오니우(副牛)’ 라는 것이다. 소 
를  묶어 놓고 대나무 창으로 소의 급소를 찔러 

죽이는 것인데, 이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소를 찌르기 전에 노래와 춤으로 즐긴 
다 . 이들은 이러한 활동이 가정의 평안과 농사의 
풍년을 보장하고 71축 도  번성하게 한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경제: 주로 농사를 짓지만，농업이 발달하지 못 

해 커다란 수입원이 되지 못하고，사냥과 식물 
채집에 의존한다. 그리고 대부분 강가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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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한다. 농사 
는 화전(火 田)이 위주이고，옥수수와 감자，콩 등 
을 주로 심는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 
의 가정용품이나 공구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 
접 만들어서 사용한다.

건축 :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동굴 생활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두롱족이 사는 71옥 은  장방형 
으로 크고 길게 지은 집으로 그 안에서 대가족이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 이다. 한 가정이 늘 
면 방을 하나 더 늘려 붙여서 크게 확장해 나가 
는 방식으로 대가족 생활을 한다.

한 집 안에 가정을 구분하는 것은 온돌(火塘) 

을 보면 알 수  있다. 장방형의 가옥 속에 온돌이 
몇 개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한 가옥에 몇 가 
정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복장: 옛날에는 옷이라기 보다는 그저 천으로 왼 
쪽 어깨를 가리면서 몸을 둘러 옷을 대신했으며， 
이렇게 들렀던 천은 밤에 이불로 •했다. 본래 
전통복장이라고 할만한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 
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현 
대적인 간편한 옷을 입는다.

두롱족의 큰 특징은 여자들이 얼굴에 문신을 
했다는 것인데，지금도 문신을 한 얼굴을 볼 수 
있고，두롱족이라 하면 얼굴에 문신을 한 여자를 
떠올리게 되곤 한다.

음식: 농업위주의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옥수 
수와 감자 등을 농사지 어 먹는 외 에 산이나 들에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채집해서 먹는 편이다. 음 

식은 국수를 만들어 볶아 먹거나 죽을 끓여서 먹 
는다. 일반적으로 농사법도 발달하지 못했고，환 
경의 영향도 있어서 양식이 부족한 편이다. 게다 

가 술을 좋아해서 평소 먹는 음식 분량의 곡식이 
술을 만드는 데 시용되므로 양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하루에 두끼만 먹고 산다.

결 혼 : 두롱족은 씨족을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가족이 한 집 안에 거하는 
대가족제인데，결혼은 가족 밖에서 배우자를 찾 

는다. 마을 안에 젊은 남녀들이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공방(公房)’ 이 있어，이 곳을 찾아간 
다 . 이들의 성생활은 질서가 없어서 결혼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이를 부끄럽게 여기 
지 않는다. 혼전의 성생활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유산은 막내에게 물려주는 습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에는 엄격한 통제를 받는 
다 . 젊은 남녀가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자기의 
배우자를 찾는데 부모는 거의 간섭을 하지 않는 
다 .

장례: 두롱족의 장례법은 토장，수장，화장 등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토장을 주로 행한다. 

임산부가 난산 중 죽어도 토장을 한다.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 죽었을 때에만 수장이나 화장을 한 
다 . 토장을 할 경우 모든 시체의 머리가 북으로 
향하게 하고 동쪽을 보게 하여 묻는다. 그 이유 

는  두통족의 조상이 동쪽으로부터 왔기 때문이 
라고 한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런 
습관들을 따르지 않고 있다.

화장을 할 경우에는 나무를 탑의 형태로 쌓고 
시체를 위에 올려놓은 뒤에 불을 붙여 때운다. 

탈 때 에는 잘 타도록 주위 에 불을 만져주고 완전 
하게 다 타고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잔재들은 방 

치해둔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위로하는데，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체를 만지기도 하는 
데，대부분술，계란，곡식 둥을갖고와서  장례의 
일을 돕는다.

금기: 두롱족은 금기가 많은 편이다. 사람이 죽 
은 후 다음날，즉 매장하는 날에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 아이를 낳을 때에 
는 절대로 방에서 낳지 않고 밖에서 낳은 후에 

몸을 씻겨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또 친정집 
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것도 금하고 있다.

무당이 혼이 있다고 말한 지 역에서는 누구도 
농시•를 지을 수 없다. 일하다가 뱀이 나와 뱀을 
죽였다면 잠시 일을 하지 않고 쉰다. 그렇지 않 
으면 더 많은 뱀이 온다고 생각한다. 남녀를 불 
문하고 이성의 앞을 지나가면 안 되고 뒤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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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나가야 한다.

종교: 두롱족의 전통종교는 만물에 영혼이 있다 
고 믿으며 자연을 숭배하는 원시적인 종교이다. 

두롱족은 하늘에 수많은 혼이 있는데，그 혼을 
"나무(納木)” 라고 부르며 땅의 혼을 다스린다고 
여긴다. 두롱족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는 무당이 
주관하는데, 이 무당을 "나무사(納木薩)” 라고 
부른다. “사 (薩)” 는사람을  일컫는말로서 곧 1나 
무 (納木)의 도움을 입은 사람’ 또는 '나무(納木) 

의 사람’ 이라는 의미이다. 이 무당은 계승을 하 
거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納木)가 어 
떤 사람의 몸에 임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두 
롱족(獨龍族)의 사회에서 무당의 영향력은 매우 
^ 다 .

두롱족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9개의 
혼이 몸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 9개의 혼 
중에 어떤 하나가 몸을 떠나면 몸이 불편해지고， 

여러 개의 혼이 떠나면 몸이 병을 얻으며 많은 
수가 떠날수록 몸의 병은 더욱 중하게 된다고 생 
각한다. 그래서 병이 나면 무당을 불러서 혼을 

불러오는 굿을 한다. 흔을 많이 불러와야 병이

얼굴에 문신을 하고있는 두롱족의 여인들

빨리 낫는다고 여긴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몸에 있던 모든 혼은 사라 
지게 되고，사람이 변해서 영이 되는데，이 영은 

자연계에 있는 혼과 구분하고 ‘아시(阿席)’ 라고 
부른다. 이 '아사  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던 만 
큼의 시간 동안만 존재하다가 남자는 파란색，또 
는 하얀색의 나비로 변하고，여자는 여러 색의 
나비로 변했다가 나비가 죽으면 영도 함께 사라 
진다.

두롱족의 사고 속에는 자연계 의 모든 혼은 사 
람을 돕거나 보호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원시적인 종 
교를 갖고 있는 민족치고 두롱족은 조상을 숭배 

하지는 않는다.

기독교: 이 내용은 다른 어떤 자료들 보다 더 신 
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 국경 내에 있는 두 
롱족 중에 제일 먼저 목사가 된 ‘이 리야(伊里 
亞)’ 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두롱강지 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930년대 였 
는데，윈난성 누강주 궁산현에 복음을 전하기 위 
해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미국 선교사 모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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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莫爾斯) 부부였다. 모얼스 선교사는 본래 현재 
쓰촨성(四川省)의 파당(巴塘)이라는 곳에서 선 
교를 했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장족(藏族)이 거 
주하는 지 역으로 모든 사람들이 민족 종교인 라 
마교를 믿고 있어서 전도하려다 문제가 발생해 

서 견디지 못하고 미얀마로 도망을 하던 중에 궁 
산현에 있는 두롱족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두 
롱족의 도움으로 두롱강을 건너 미얀마에 도착 
했다. 1935년에 모얼스 선교사는 국민당 정부가 
발행한 선교허가증을 갖고 다시 W 강  지 역으 
로 왔다. 첫 번째 지 역에서는 정착하지 못했지만 
W 강  지 역에서는 점차로 교회도 짓고，전도도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로 복음전파가 다른 지 역보다 비교적 빠 
르고 쉽게 되었는데，그 이유는 선교사만의 역할 
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성경을 배우고 온 
이웃민족인 리쑤족，누족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 
서 함께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교회가 점차로 
발전하게 되자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 

르치고 전도하는 사람은 마파(瑪执), 교회 관리 
인은 미뤄파(密?抓 )라  하며，미즈파(密支执)는 
교회당 관리를 맡는 등 직분을 두어 일을 분담하 
게 했다.

중국에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궁산 
현에 약 3,000명의 신자와 20여 개가 넘는 교회 
가 있었던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민족 사회 속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의 기록은 잠시 중단되었고，중국 

정부가 개방정책을 편 이후에 교회들이 복구되 
었는데, 어 떤 통계자료에는 두롱족의 85%가 기 
독교 신자라고 하고，어 떤 자료는 25%라고 하기 
도 하는 등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 그것은 이 
지역이 조사하기에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 
게 모르고 다른 종교를 갖는 것처 럼 종교적 인 등 

록만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 렵다고 여겨진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리쑤족의 전도인이 두롱

족에게 가서 전도하며 도와주는 일이 있다고 들 
었으나 그 전도인을 만나 보지는 못했다.

두롱족의 지역에 가려면
두롱족이 사는 지 역을 방문하려면 다음과 같다. 

이 지 역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외부인이 방 
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 홍콩，베이징，상하이를 경유하여 쿤 
밍(昆明)에 도착，쿤밍 에서 리우쿠(六庫)까지 버 
스로 약 16시간을 간다. 리우쿠에서 다시 버스로 
약 8시간 걸려 궁산에 도착하면, 궁산에서부터 
는 다른 교통편이 없고 가장 가까운 두롱족 마을 
까지 3일을 걸어서 가야 한다. 물론 가는 길에는 
노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식과 장비들이 필요 
하다. 그리고 두롱족 지역에는 먹을 것이 적기 

때문에 방문한 사람이 가지고 갔던 음식을 나누 
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기도제목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가는 교통편 
이 어려워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 
자들이 나오기 힘들다.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무 

릅쓰고 두롱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인 
리쑤족 전도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 사역 
자들을 통해서 두롱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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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 만 8천 명이 약간 넘는다(1992년 통계). 

분포: 중국 윈난성 시솽판나(西雙版納)의 지눠산 
(基諾山)과 부위 엔산(補遠山) 에 살고 있다.

언어: 인구는 적은 민족이지만 두 가지의 방언 
여우러(攸樂)，부위 엔(補遠)이 있는데 , 지눠산일 
대에서 사용하는 여우러 방언이 주요 언어로 
90%정도의 인구가 이 언어를 사용한다. 부위 엔 
방언은 10%정도의 인구가 사용하는데，두 방언 
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의 차이 
를 갖고 있다. 이 민족은 교육과정에서 자기 민 

족의 언어와 한어(漢語)를 함께 배우며 사용한 
다 .

문자: 본래 문자는 없었고，1983년 라틴자모를 
기초로 해서 병음법으로 만들어내긴 했으나 아 
직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실용성을 시험 
하는 단계에 있다.

민족 이름의 유래
지눠족(基諾族)는 1979년 9월 중국 국무원으로 
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소수민족이다. 본래 자 
기들이 부르던 이름을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하 
는데，또 다른 이름은 ‘여우러’ 라고도 부른다. 

‘지(基)’ 는외삼촌이라는의미이고 , ‘눠(諾)’ 는

후대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은 합쳐서 외삼촌을 
매우 존중하는 민족이다라는 의미도 있다. 아무 
튼  이런 이름이 모계중심사회를 형성했었던 흔 
적을 보여주며，또  그 시기가 길었던 것으로 보 
여진다.

민족역사
민족의 역사는 몇 가지의 전설에 의해 전해 내려 
오고 있는데，문자로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사인지는 아직 이무도 결론을 내리 
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 
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전설에 의하면 지눠족(基 
諾族)의 조상이 거주하던 곳은 본래 지눠산(基諾 
山)이 아니고, 지눠산 부근의 주어지에산(卓杰 

山)의 산등성이었다. 차츰 환경 에 의해 이주하여 
거주하게 된 곳이 지눠산으로，그 산을 지눠산이 
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 
게 된 것이다. 지눠족은 혈연사회시기에 모계 중 
심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살았었고, 약 2~300년 
전에 부계중심사회로 전환을 하였는데，점차로 
생산력의 발전함에 따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첫 계단에 발을 딛게 되었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이 지눠족을 통치하기 시 
작한 것은 청조(淸朝)시대 부터 였는데，직접 관 
을 세우고 병사를 파견하여 다스린 시간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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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 않다. 그렇지만 청(淸)정부가 다이족(捧疾) 

세습추장인 ‘투쓰(土司)’ 를 파견하여 다스린 시 
간은 너무 길었다. 투쓰는 매년 지눠족에게 일정 
한 양의 곡식을 바치도록 했다. 따라서 지눠족의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1940년대 중화민국 시절에도 정부가 거두어들 
이는 세금이 많아서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1941년부터 1943년사이에 지눠족이 봉기하여 
생산력이 떨어지고，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전 
체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 

짧은 역사 속에서 이들은 외부세력에 의한 어려 
움이 계속되어 왔다.

주요절기
1) 터모체(特毛切)

터모체는 지눠족이 신년을 지키는 절기로서 정 
해진 날이 없으며 다티에제(打鐵節)라고 부르기 
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어떤 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아이를 뱃속에 9년 9개월 동안 갖고 있 
었다. 어느 날 갑자기 갈빗대가 있는 옆구리가 
심하게 아프더니 뱃속의 아이가 갈비뼈 7개를 
물어뜯고 스스로 나오는데 , 남자 아이 였다. 이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 한 손에 쇠망치를 들 
고 , 한 손에는 불집게를 들고 나왔다. 이 아이는 
나오자마자 "탕탕탕” 가지고 나온 것을 두드려 
서 칼도 만들고，호미，팽이 등 농기구들을 만들 
어 냈다. 지눠족은 이때부터 철기를 사용하게 되 
었고, 이 날을 '다티에제’ 라고 부르며 신년으로 

지키게 되었다.

지눠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인 다티에제 
는 음력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지키게 되 

는데 , 마을마다 지키는 시간들이 다르다. 각 마 
을은 모두 父와 母의 마을들이 있는데，먼저 이 
마을들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아들 마을 
에서 지키게 된다. 마을의 장로들이 농사의 일 
정을 참고하여 절기의 시간을 정하고 또  마을 행 

사들도 결정을 한다.

절기가 시작되면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커다

란 나무북을 두드리며 신년을 알리고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두드린다. 이 나무북은 평 
상시에는 “줘바(卓巴-마을의 아버지)” , “줘성(卓 
生-마을의 어머니)” 의 집에 보관하는데，절대로 
누구도 만질 수 없다.

나무북에 얽힌 전설을 보면 아주 오래 전 산까 
시 잠기는 홍수가 있었는데，이 때 모든 사람들 
이 다 죽고 오직 남매인 남자 아이 마리(瑪里)와 

여자 아이 마시(瑪細)만 살아 남았다. 이 남매는 
커다란 나무북 속에 들어가서 나 ᄏ 과  함께 7 

일 동안 표류하다가 닿은 곳이 여우러산(攸樂 
山)이었고，홍수는 차츰 물러갔다고 한다. 이 남 
매가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지눠족의 조 
상이 되었으며，그래서 이들은 나 ?북 을  신성하 
게 여긴다.

2) 지따통(祭* 龍)

지따롱은 지눠족의 시조 중  여인을 기념하는 날 
로서 일반적으로 6월에 3일 정도 지킨다. 이 시 
조는 지눠족이 거하는 지 역의 모든 것을 창조하 
였는데，이 시조가 죽자 지눠족은 13일 동안 그 
를 추모하였다. 이 절기는 이 여인 시조가 죽은 
것을 추모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 
켜 내려오고 있다. 이 날은 모든 마을 사람들의 
외출을 금하고,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가서도 안 
되며，마을 안에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춘다든 
지 큰 소리로 떠들어서도 안 된다. 이는 시조를 
무시하는 행위로 지눠족의 풍속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행위들로 간주한다.

3) 신미제( « 節)

중국의 서남민족들 중에는 이 신미제를 지키는 
민족들이 많다. 오래 전 지눠족은 깊은 산 속에 
살면서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심어먹을 곡식 
도 없었다. 그들은 사냥과 야생식물들을 채집하 
는 등 원시적인 생활을 해나갔다. 어느 날 한 마 
리의 개가 매우 먼 곳으로부터 신을 넘고 물을 

건너 곡식을 물고 왔다. 한 노인이 보고는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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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와 다른 것을 발견하고는 한편으로 
는 개를 기르면서 한편으로는 산등성이에 개가 

가져온 곡식을 심었다. 이 때부터 지눠족은 농사 
를 짓게 되었으며，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에 

이 신미제를 지키게 되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면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 
에 두고 , 닭을 담은 광주리를 메고，안에는 은으 
로  만든 장식품들과 은전 등이 담겨 있는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들고 밭으로 간다. 밭에서 갈 
대상자를 흔들면서 곡식의 혼을 부른다. 밭에서 
곡식의 혼을 부른 뒤 집으로 돌아갈 때 뒤를 돌 
아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뒤를 돌아보면 곡식 
의 혼이 부끄러워서 주인과 함께 곡식 창고까지 

갈 수 없게 되고，그렇게 되면 다음해의 수확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매 
번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꽃을 이쁘게 꽂은 볏 
짚단을 길에 놓고 간다. 집에 도착하면 닭과 돼 
지를 잡고 닭의 머리와 돼지의 머리를 곡식창고 

의 문에 걸어두어 곡식의 혼에게 준다. 곧 내년 
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 때 젊은이들은 
산에 가서 이웃 마을의 젊은이들과 대가(對歌) 

를  부르며 일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기도 한 

다 .

경제 : 지눠족은 옥수수와 콩 등  밭농사를 주로 

짓는데，아직도 화전(火田)이 많이 행해지고 있 
다 . 열대 과일과 찻잎，고무 등도 최근 들어 경제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사이외에 
남자는 부업으로 사냥을 하거나 대나무 제품을 
만들고，부녀들은 옷감을 짜거나 야생식물들을

채집한다.

건축: 지눠족의 방은 대나무를 사용하고，짚으로 
지붕을 얹어서 2층으로 만든다. 사람이 거주하 
는  곳은 2층이고 1층은 사방의 벽이 없다. 1층에 

는  농기구 등을 놓아두거나 가축을 기르는 장소 
로  사용된다. 2층의 방은 여래 개를 만들어 노 

인, 부부，자녀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손님 
을  위한 방까지도 만든다.

지눠족이 거주하는 곳은 비교적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을 새로 짓게 되면 꼭 제사를 
지내고 이웃들이 함께 축하하는 등 좋은 일로 
여기고즐겁게 지낸다.

복장: 남자들이 입는 상의는 꽃을 수놓은 천으로 
소매가를 두른 깃이 없는 휜색의 마로 만든 옷 
을 입고，하의는 횐색，또는 푸른색의 긴바지를 

입는다. 여자들이 입는 상의는 화려하게 수놓은 
천으로 장식된 깃이 없는 옷을 입고, 하의는 붉 
은색으로 테를 두른 검은색 짧은치마로서 앞이 
트여 있고，겹쳐있는 형태이다. 근래에 들어서 
긴 치마도 입고, 다리를 천이나 끈으로 두르기도 

한다. 머리에는 횐색 두꺼운 마로 만든 피라미 
드 형태의 모자를 쓴다. 남자나 여자 모두가 귀 

에 구멍을 내는데，구멍 이 클수록 아름답다고 여 
긴다.

음식: 주식은 쌀과 옥수수이고, 참쌀은 주로 손 
님을 접대할 때 사용한다. 채소들은 심어서 먹 
기도 하지만 야생식물들이 많아서 채소를 대신 
하기도 한다. 이들은 음식을 할 때 대부분 찧어 
서 만든다. 그래서 이들은 “한족(漢族)은 볶아서 
먹고，다이족I儀族)은  양념을 찍어서 먹고，지눠 

족은 찧어서 먹는다.” 고 말한다. 이들의 음식은 
맵고，짜고 , 시게 먹는데，특별한 것이 없어서 필 

자가 갔을 때에도 특별한 민족의 음식을 먹어보 
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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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눠족은 15, 16살이 되면 성년식을 행하 
는데，이 성년식을 거쳐야 연애를 할 수 있게 된 
다 . 연애는 자유롭게 하고 부모는 일반적으로 간 
섭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필히 외삼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참고，민족이름의 유래).

지눠족의 결혼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다.

1) 새내혼(塞內婚)-마을 내에서 하는 결혼으로 
서 ，한 마을에 살면서 씨족이 다르거나 가족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한다. 일반적 
으로 마을 밖에서는 배우자를 찾지 않았었으나 
지금은 점차로 개방되어 가고 있다.

2) 족외혼(族外婚)-한 씨족 안에서는 배우자를 
찾지 않는 것이 통례였으나 지금은 예외도 나타 
^ 고  있다.

3) 혼전동거-지눠족에게 있어서 혼전동거는 관 
례였다. 혼전동거의 기간은 반년에서 2년까지 
인데，이 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자가 혼전에 
아이를 낳아도 전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가 책임지고 기르 
게 된다. 최근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0살  이 
하의 청년들의 72%가 혼전동거를 반대했고，그 
중에 60%가 여자들이었다.

4)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혼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이혼은 양쪽의 외삼촌이 참석하여 주관 
하고，재산은 반분하며，아이는 엄마 쪽에서 양 
육하게 되는데, 이혼한 여자는 자기의 본래의 집 
으로 가서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 한 조사에 의 

하면 마을의 규례가 엄격한 곳은 이혼율이 비교 
적 낮고 마을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은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 지눠족의 장례풍습 중에는 수장제가 일부 
남아 있다. 약간의 생산공구과 의류 등을 함께 
수장한다. 노인이 죽었을 경우에는 시체를 집에 
두는 동안 그의 옆에 부채와 수건을 놓는다. 그 
의미는 사자(死者)가 길을 가는 동안 땀을 닦고 
식히면서 가라는 것이다.

만약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아들은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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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삭발을 하고 몸에 있는 모든 장식품들을 제 거 
한다. 그리고 3개월 안에 모자 둥을 써도 안된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는 “군링부(滚靈布)” 라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이것은 모든 마을 사람들 앞 
에서 일종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출상을 할 때 
는  쌀을 뿌리고 총을 쏘아서 귀신을 쫓는다. 하관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직접 돌아가지 않고, 

풀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발자국을 지운다. 만약 
발자국이 남으면 귀신이 발자국을 따라서 집으 
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해서도 직접 들 
어가지 않고 집을 한바퀴 돌고 난 후에야 집으로 

들어간다.

지눠족은 모든 마을마다 공동묘지를 갖고 있는 
데，이 묘지는 마음대로 확장할 수 없고，중병을 

앓았다거나 비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공 
동묘지에 묻힐 수가 없다.

금기: 지눠족은 결혼과 관계된 금기가 비교적 많 
다 . 신랑과 신부의 생일과 쌍방 부모의 기일에 결 
혼을 해서는 안되며，7과 9가 들어가는 날(7，17, 

27，9’ 19，29일)과 매월 15일 이후는 피한다. 그 
리고 남자가 19살인 해와 여자가 17살인 해는 결 
혼을 할 수 없다. 지눠족은 남자는 9자를 금하고, 

여자는7자를금하는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산모7} 아이를 낳을 때에 2층에서 낳을 수 없 

다 . 대부분 아래층의 찻잎을 말리는 방을 이용하



거나 양식창고에서 출산을 한다 . 분만이 끝난 
후에나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산모는 한달 동 
안 고기 종류를 먹을 수 없고 오직 야채와 물고 
기만 먹어야 한다. 아기가 태어난지 꼭 한 달이 

되는 날 아기의 부모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야 
채나 사냥한 동물을 방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도  없고，외부인은 절대로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러한 모든 것들은 불길한 것들이기 때문 

이며 해가 지면 이런 금기가 해제된다.

종교: 지눠족은 만물에 영이 있다고 믿으며，조 
상과 자연을 숭배하는 원시적인 종교를 갖고 있 
다 . 집안에서 섬기는 신은 아버지의 조상을섬긴 
다 . 마을의 신은 마을 장로의 부계조상을 섬긴 
다 . 지눠족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생활하는 곳이 
면 어느 곳이나 귀신이 있는데，신과 귀신，선인 

둥을 구분하는 개념 이 없고，모든 섬기는 대상을 
‘나이 (乃-일종의 귀신)”라고부른다 .

지눠족은 일생 동안 여러 번 결혼을 한다고 하 
는데 , 그 중에 한번은 자신의 배우자와 하고，그 

나머지는 수시로 귀신과 한다고 생각한다. 농사 
의 각종 절기，새해를 맞을 때，결혼，장례，출생 
등 모든 일에 제사가 우선한다. 지눠족은 "다리 
우 (達溜-갈대 또는 대나무로 만든 6각형의 접 
시)” 와 생강이 나쁜 귀신을 쫓는 것으로 알고 있 
고，모든 제사활동에 이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 

어떤 집에서는 집의 문밖에 걸어두어 귀신이 들 
어오는 것을 막기도 한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미전도족속이며，인구 
가 소수라는 조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족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잘 알려지지 않 
은 민족이다. 중국 사람들도 지눠족을 말하면 이 
민족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사람들이 50%를 넘 

는다.

복음을 전하기 어 려운 민족으로 느껴지지만 지 
눠족이 갖고 있는 홍수의 전설을 노아시대의 홍

수와 비교하여 접근하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 
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 
된다.

지눠족의 지역에 가려면

지눠족가 사는 지 역을 방문하려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은 외부인이 방문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방문시에 인원을 최대한 소수로 해야 하 
며，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요한다.

한국에서 홍콩，베이징, 상하이를 경유하여 쿤 
밍에 도착. 쿤밍에서 버스로 대략 22시간, 비행 
기로 1시간 걸려 징훙(景洪)에，징훙에서 다시 
버스로 약 3시간 가면 멍양( 劫養 )，멍양에서 지 
눠산까지 용달，빵차 둥을 타고 향(鄕) 정부가 있 
는  지눠향(基諾鄕)까지 가서 깊은 미을들은 다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길을 잘 알 경우에는 멍양 
에서 차를 임대해서 직접 산 속에 있는 마을들 
을  방문할 수도 있다.

기도제목
1. 최근에 이들의 이웃민족이며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족인 다이족 신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 
는데, 이 복음의 영향이 이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 
도톡.

2 인구가 적어 이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자들이 나오기 힘들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을 향한 복음전도자를 세우시고, 이 사역자를 통 
해서 0 ᅵ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시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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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기도문

謝飯禱告(식사 기도문) 

X i e  f a n  d a o g a o

天 父 , 我 們 感 謝 你 。 因 爲 你 將 萬 物 厚 賜 給 我 們 享 用 , 我 們 也 爲 着 你  

給 我 們 健 康 的 身 體 向 你 獻 !;感 謝 , 現 在 是 用 餐 時 間 。 求 你 潔淨卓 

h 的 飮 食 , 讓 我 們 吃 了 能 有 力 景 爲 你 工 作 。 求 你 紀 念 準 備 植 物 的  

同工們的辛勞 , 賜福給他們。如此禱告奉主耶穌基督的聖名° 阿們 °

(Tianfu, women ganxie nL Ylnwei ni jiang wanwu houci 

gei women xiangyong, women ye weizhe ni gei women 

jiankang de shenti xiang ni xianshang ganxie, xianzai shi 

yongcan shljian. Qiu ni jiejing zhuoshang de yinshl, rang 

women chi le neng you liliang wei ni gongzu6. Qiu ni 

jinian zunbei shlwu de tongongmen de xlnlao, ci fu gei 

tamen. Ruci daogao feng zhu Yesu jldu de shengming. 

Amen.)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깨서 만물을 후히 주셔 

서 우리가 누리 게 하시고, 우리들에 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식사시간인데, 정갈한 식탁의 음식을 먹고 우리들이 주의 

일을 위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음식을 준비한 동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 

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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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교 중 국 어 회 화

罪与救恩 (죄와 구원의 은혜)

A: 圣经上敗, 世4：没有义ᄉ, 你认为你是罪ᄉ吗 ?
shtnRjinyshdncshuo shi shanKm^iyfiu yi ■ ren ni r^n wei ni shi zui ren mfl

(성경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B： 是。 (네)
shi

A ： 每个ᄉ天天都犯罪。但是其中最* 的罪是조信靠神.
mei «c  r6ntiGndftndOu fan zui dan shi qi zhfinc zui dci de zui shi bn xin kcioshen

(사람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B： 罪的结果是什么呢 ?
zui de ji6 ku6 shi shen m5 ne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神说, 罪的代价是死亡0
shcnshuo zui d슨 dai jia  shi si wdng

(“죄의 삯은 사망이요”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B： 那么, 怎^ 样才能够解决罪的问题呢?
nci me zen me yang cdi nenggou jie  ju6 zui de wen ti ne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지요?)

A： 寧我们自 B 不律解决罪的问只有耶穌解除我们的罪 , 赐给我们永生。
kcio w6 men zi jT bu fci jie  jue  zui d«l* \ zhi y6u ye sQ jie  chu w6 men de zui ci gei w 6 menvfingshfng

(우리 스스로는 죄를 없앨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가 없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B： 편晕真的真釋的话, 我想相信。
zhe shi zhCn dc zhftn II do hua wfi x년ngxiQng xin

(그 영생이 .참 진리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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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 zh^ di bai xin« dt xin linK kO Rfin

칸 저 디 바이 싱 디 씬 링 쿠 간

죤초쨘  父 -神  守约施 慈爱怜倘时主
UGnshfinjj d t ffi sh^n sh ftuyu f sh i ci a i lidn  mTn d l zhO

텐 상 디 푸 선 서무웨 스 츠아이 렌민 디 주

恳求称赦免我们衆罪孽
ken  q iu  m  sh^  mian w 6  m 슨nzhftng zu i n i촌

컨치우니셔 멘 워먼중부이니에

E 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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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今钱们在主里  合为ᅳ同心合意建造
i-u jin w6 m슨n zai zhu IT h즌 wei yl t6ng xin h즌 기  jian zao

루 '진 워먼짜이 주 리 허웨이이 통 씬 허 이 젠 자오

圣 城 倒 塌 的 根 -基
shenc chenc dao I

성 청 다오 I
ta  Hi c6n

타디 건

활^필
但M 圣灵的火从天M 降
dan vuansh^nu line ci슨 hu6 conc tian er iianc

딴위엔성링 디휘 총톈 얼지앙

烧 尽 ᅳ 切 偶 像 势
shflo jin yi qi촌 6u xiang shi

샤오진 이 체어 우 상 스
Bm

求复 _  火不断更新 s 地
qiu fu xlng dl hu6 bii ducinp^nK xin zh촌. tu

치우푸생 디 후(부뚜안껑 씬저 투 디

넓
^  恩典胃工河渥渥涌  \

真理的话语不断更新这土-地
zhen II d! hua vu bu duangene xin zhe tu dl

전 리 디 화 위 부 뚜안껑 씬 저 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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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덴 디 장허 찬 찬용 리무부시

愿 主 的圣灵如风吹  起
yuan zhu dl sh&iR ling ru fenjr chul Q1

웬 주 디 성 링 루 평 추이 치 오

曰
、
n
 르

루 
A

度
df
i

두

国
 I

 

궈 

主

I

 

주

愿

.

|

웬

降
 |

장 

曰
"
 

르

때

이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의 죄 악 용서 하소서 이땅 고쳐 주소서 
이 제 우리 모두 하나 되 어 이땅의 무너 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 의 말씀 이땅 새 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땅에 임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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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유학한 이 래 필자는 회계학을 전공한 관 
계로 일부 유학생이나 교민들로부터 중국의 ‘공 
인회계사 자격시험’ 에 관한 문의를 자주 받곤 
한다. 이에 그동안의 경험과 평소 중국 회계학 
관련 인사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 
계사 시험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응시 과목〉
회계학，회계 감사，재무관리，세법，경제법 등 모 
두 5괴목이다. 다만 과거의 추세에 비추어 앞으 
로 과목이 추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응시 일자〉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보통 매년 4월에 등록 
을하고9월에 시험을 치른다.

〈응시 비용〉
중국인은 전과목에 300위안(元= 약 4만 7천원， 
96년 기준)이나 외국인의 경우는 과목당 80달러 
씩으로 전과목에 400달러(96년 기준)나 필요하 
다. 따라서 전과목 합격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과목을 잘 선택해 웅시하는 것이 좋다.

〈응시 장̂ )
96년 실시 당시 외국인 웅시자 수는 약 2천 2백 
명으로 홍콩，마카오，타이완(臺灣)，일본，미국 
및 동남아 국가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 약 1천 8백 명 이 중국 남부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시험 장소 또한 선전(深圳)이나 주 
하이(珠海) 등 남부 소재도시 에서 실시됐다.

격 여̂ )
간단히 말하자면，일정한 수준(점수)에 도달한 
웅시자는 모두 합격된다. 즉, 3년 이내에 전과목 
을 통과하면 합격 된다. 이는 미국 시험과 비슷한 
제도로서 한국과는 시험 과목과 방법 등에서 다 
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공인 회계사가 절대적 
으로 부족하기 때문에(중국은 미국의 1인당 희 
계사 비율을 고려하고 있음) 앞으로 당분간은 합 
격자를 많이 배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

고로, 97년 말 현재 중국 전체의 등록된 공인회 
계사는 약 14만 명에 달하며 그중 현업 종사자 
는 약 6만 7천 명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지난 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목표로확정한이후 기업의 소유구조와 
법적 지위에 전면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첫째，소유구조상으로 과거의 국유 위주에서 
현재는 사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기업과 더불어 집체 기 
업，3자기업(합작 기업，합자 기업 및 외국 독자 
기업), 사영 기업，개체 기업 등이 모두 경제주체 
인 것이다.

둘째，기업의 법적 지위상으로 과거의 불완전 
한(제한적인 경영권과 소유권) 경제실체에서 이 
제는 독립적인 경제실체로서 경제행위를 하게 
되었다. 즉 공사법(公司法)의 제정 실시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식제 기업이나 유한책임 
회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며 기업의 권리는 법 
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 러한 발전 방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투자자，채권자， 
정부, 세무당국，소비자 및 기타 잠재적인 투자 
자 등)가 과거에 비해 급증할 것이며 이 에 따라 
기업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회계사의 역할이 필 
수적으로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사실이다. 현 
재 중국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기업의 구조 전 
환을 추진 중이며 기 업 구조 전환의 목표는 현대 
기 업제도의 확립에 있다. 또 현대 기 업제도의 확 
림을 위해서는 그 제도적 장치로서 기업 회계 
기준의 수립이 필연적이다.

지난93년 ‘기업재무통칙’ 과 ‘기업회계준칙’ 

이 제정 실시된 이후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매년 공시하는 것이 기업의 법적 의무가 
되었으며 이는 바로 회계인，특히 공인 회계사의 
역할이 필요해진 근본적 인 근거 이다.

0 ᅵ상식 ( « 直)/ 인민대학 회계학 박사연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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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다이제스트

2 1 세기  전교  결라 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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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타 잠01

지금은 선교를 바로 해야 할 때 ! 한국은 전세계 130여 개 
국에 7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4위의 선교사 파송 
국이다.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 
복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회 선교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승삼 목사(총신 
대 선교대학원 원장)는 이 책에서.i바른 선교행정이나 정책, 

전략 없이 열심과 욕심이 앞섰던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하고, 

선교사 파송 정책, 위기 관리 정책, 평신도 • 전문인 선교 정 

책, 재정 정책, 안식년 정책, 미전도종족 선교정책, 선교사 자 
녀교육 정책, 단기선교 정책，외국인 근로자 선교정책 등 여 

러 부분에서 “정책 있는 선교”를 제시하고 있다.

생명의 말씀사 펴냄, 강승삼 지음, 272면 , 7,500원

신세대를 위한 전교 멀라짭이

이 책은，선교 전반에 관한 다양한 원리와 비결을 통해 
선교 사역의 목적과 동기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해 준 
다 . 저자는 선교사들을 훈련하거나 세계 도처에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귀중한 조언, 격려, 유 
용한 정보들과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활 
기차고 재미있게 제시한다.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나 국내 선교부에서 일하며 뼈저 
리게 느끼고 깨달았던 선교 전반의 다양한 원리와 비결이 
이 책의 곳곳에서 튀어나오면서도 균형이 잡혀 있어 매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다. 작지만 알찬 이 책이 한국 
교회의 선교적 잠재력을 동력화하고, 헌신된 선교사 후보 
생들을 올바로 준비시킬 것이다.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펴냄 , 스티븐 코크로저 지음 , 김종호 옮김, 272면 ,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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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간도서

폴 써로우의 중국기행
폴 써로우 지음 • 세계순 옮김 • 656쪽 • 18,000원 • 푸른솔

“중국에서는 일기예보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워낙 땅 덩어리가 크다 보니 한 
곳에서는 눈이 내려도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찌는 듯한 더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반적으로 맑음”이라는 식의 일기예 
보로는 중국의 날씨를 설명할 수 없다.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중국. 

‘12억의 나라’ 에 대한 관심은 실제적인 필 
요에 의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그 필요 
에 걸맞는 중국의 실상에 관한 자료들은 부 
족한 상황이다. 두리뭉실한 일기예보뿐이지 
각 지역마다의 정확한 날씨가 전달되지 않 
는다.

최근 푸른솔에서 펴낸 『중국기행j 은 폴 
써로우가 1년 동안 중국을 기차로 여행하면 
서 쓴 역작이다. 중국 전역의 날씨를 우리에 

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좋은 일기예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뿐 아니라 티벳，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원시림 
등 신변의 위험이 도사리는 오지에서 수일씩 머무르며 관찰한 글들이 들어있다. 너무 
나 중국적인 글들을 읽고 있노라면 어느덧 독자들은 중국 속에 들어가 있는 착각에 빠 
진다.

저자가 직접 맨발로 쓴 만큼 지금까지 소개된 어떤 책보다 중국에 대한 정확한 안내 
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학생, 여행자，사업가, 신앙 
인 등 ‘중국’ 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중국을 찾아서 1  • 2
조너선 스펜스 지음 • 김희교 옮김 각권 19,500원 . 500쪽 • 이산출판사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걷는 
오늘날의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중국 
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에 대한 인식 
이 환상과 혼란 가운데 처해 있다. 이러한 인식 
의 전환을 위해 우리는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중국이 근대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난 한 세기 동안 
어떻게 투쟁해왔는지를 탐구하게 된다. 역사를 
단순히 시대적인 나열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세 
계사적 시각에서 중국사를 이해하도록 재구성 
한 것이다.

이 책은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할 역사를 삼국지만큼 재미있게 쓴 중 
국사 이야기이며, 서양학자가 본 중국을 철저하게 객관화하여 블 수 있게 할 뿐 아니 
라, 우리 자신을 또한 객관적으로 되돌아 보게 된다. 중국이 겪은 근대화의 길과 우리 
가 지나왔던 근대의 차이를 느끼며 세계와 미래 사회 가운데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중국상인의 성^하는 

기질 74가지

미 래경제연구회/김정우 편저 •

7,500원 • 319쪽 • 선영사

중국 상인의 
성꿍하는 기질 74가지

IMF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지금 국 
가적인 경제파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웃 중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일구었다. 

10억이 넘는 인구를 떠맡고 있는 그들이 
오늘날 경제적인 면에서 성공을 하게 된 
이면에는 화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

전세계에 홀어져 살고 있는 화교는 대 
략 5,500만 명에 이른다. 화교들의 자산 
은 중국 GNP의 125%를 넘고, 유동자금 
은 2조 달러에 이른다. 본서는 이처럼 중 
국 대륙을 이끌어 가는 실질적 경제 주역 
인 화교들의 성공 비결을 본보기로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숨은 잠재 
력을 회복하여 현재의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성공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중국 상인의 성공하는 기질 74가지〉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정치 • 경제 • 문화 
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을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특히 요즘처 
럼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할 때에 경영인 
들은 이 책에서 중국 상인들을 움직이는 
기본 원칙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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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 實

전교 계서판

0H 오!  선교 E t제  정보
I • -

’일본에 와서 도우라, 
-일본자비량단기 비전 트립 모집

예수제자선교회 에서는 자비 량 선교사로 헌신는 
자들을 위해 자비량선교지를 정탐하며 일본문 
화를 이해하고，일본 선교현장을 체험하는 목적 
으로 여행을 실시한다.

주제: “일본을 그리스도께 홋까이도에서 오끼나 

와까지”

훈련비용: 65만 원 
장소: 동경，후지산
일사  99년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

문의: 예수제자선교회 

전화: 02)786-9916

전문인선교(GPTI) 훈련생 모집

한국 전문인 선교훈련원에서는 선교관심자와 헌 
신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 
이 창의적접근지역에서 직업을 가진 전문인선 
교사로서 사역하도록 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99년 2월 말부터 2천년 2월 말까지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 
장소: 서초동 영화교희 교육관 
접수기간: 99년 2월 말까지 
훈련비: 독신>85만 원，부부'  130만 원 
문의: 한국 전문인선교훈련원 
전화: 02)537-3438 팩스: 02) 595-7809

현장녹음선교사 훈련학교 모집

한국 복음음반선교회( A R M )에서는 미전도종족 

복음화에 사명감있는 취록선교사로 헌신할 형 
제 자매를 찾는다.

네팔 FRTS 훈련이후，영어 수학 능력이 부족한 
한국인 지원자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한국어 
(FRTS) 훈련을 개설한다.

국내에서 6주간, 홍콩 중국에서 4주를 이수하 
게 된다.

문의: 복음음반선교회 한국지부 

전화: 02) 408-6959 팩스: 4304353

세게선원선교회

연변 해양전문대학 교수선교사，부설 의료진료 
소에서 사역할 의사와 간호사，현지 주말학교 운 
영 교사，기타 학교 행정사역자 그리고 전문목회 
자를 찾고 있다.

문의: 연변해양전문대학 서울 사무실 

전화: 02) 701-5121,051) 301-5633

’99 인터몹 선교캠프

회복 • 능력 • 비전을 주제로 모임을 갖는다. 예 
배와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므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일시: 98년 12월 31 일 ~ 99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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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참가비: 4만 5천원 
문의: 인터콥서울본부로 

전화: 02) 796-3541 팩스: 795-9141

갈릴리세계선교회 거울 단기선교

문의는 갈릴리 세계선교희로 
전화: 02) 420-1450 팩스: 415-5466

제7차 역라마단 기도운동

이슬람의 금식월인 라마단 기간동안 열리는 ‘무 
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이 시작된다. 이슬 
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무슬렘들의 
라마단 금식기간에 역기도운동에 중보기도 운

최근 늘어나는 한국인 선교사들에 따라 선교사 
자녀 의수가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녀로 
키우기 위한 시도로 해외에서 한국인 선교사자 
녀학교들이 설립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MK전문사역기관인 MK 

NEST는 이 사역에 부름받은 교사들을 위한 훈련 
을 실시한다.

기간: 99년 1월 11일 ~ 1월 23일 
장소: 대전 침례신학대학 선교훈련원 
훈련비 : 30만 원 
문의： 에젤도움선교회 
선교사자녀 사역부(MKNEST)

전화: 02)652-3519 팩스: 02)652-3870

제 1 회 M K  교사선교사  훈련캠프

전교사 중국어교본
발음，성조，해석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선교사 중국어 교본 

이 출간되었습니다. 

모리슨 문서번역희 
편역, 값 8，000원

구입처: 시내 각 기 

독 교 서 점 ，중국어 
문선교회 개척선교 

부 ，중국복 음 선 교  
희 사 역 부 , 모리슨 
^^1  번역회

문의: 모리슨 문서번역희 (대표: 최은택 목사) 

전화: 02) 308-4935, H.P. 016-202-4935

동을 전개한다. 1992년부터 YWAM에 의해 시작 
된 이 운동은 전세계의 기독교인 3천만 명이 참 
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간: 1998년 12월 20일~ 1999년 1월 21일

내적 치유 세미나

주제: 아버지의 사랑 
일사  99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장소: 여전도회관(종로 5가) 14층 
강사: 크리스 해 리슨 목사 
회비: 6만 원
문의 : 951-7044,017-341-7044

BTC 18기훈련생모집

자격: 선교관심자，헌신자로 제자 , 선교，영적 훈 
련이 되어진 자 

훈련비 : 30만원
모집기간: 1998년 12월〜 99년 1월 15일 
접수처: 서울시 관악우체국 사서함 122호 
문의 : 887-7159,875_2635

f g g j i  위 안a 수a본 _ _ _ _

성교사
중국어 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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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을^습니다 |

W ,

w  nn\ 작^ 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시지 않으시 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 다 .

출판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출판부로  연락해 주 십시오 . 

문 의 : Tel 533-5497 석은혜 선교사 
선교사 훈련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훈련원으로  연락해 주십 시 오 . 

문 의 : Tel 535-4255 이성은 선교사 
행정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행정실로 연락해 주 세요 .

문 의 : Tel 592-0132 이닛시 간사

유치원 HI사를 찾습니다 ,

장 소 : 중국 상해 
자격 :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
급 여 : 미화 500불 (숙식제공 ) 

연락처 : 592- 4161 

(이수교회，강신덕 전도사 )

중국 와북미역에서 A ᅣ역자를 9 J S 니다.

분 야 : 학교 유치원 교사
자 격 : 중국에 있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자와 유아 

및 보육을  전공한 경력자 
피 아노나 미술특기 가 있으면 더욱 좋음 

인 원 : 4명 (남여 구분 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C.C.M 사무실로  연락바랍 
니다 .

연 락처 : 영등포구  대림동 두암종합상가  나동 4층 
〈예닮교회〉

Tel: 831-1402，Fax： 836-0571 

담당 : 김 유 신 ，이병숙

제 3세서 A JzH룰 찾습니다.
분야 : 남 • 여 편집, 광고，업무 
인원 : 각 분 야  O  명
학력 : 가. 편집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나 . 광고 • 업무ᅳ2년제 전문대학 졸업이상 
자격 : 가. 중국어 및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나 . 중국어 및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인 
다 . 각 분야 경력자 • 컴퓨터에 능숙한 자 우대 

제출서류: 가 . 자필이력서(연락처 및 연락 방법 기재)

나 . 자기 소개서 (A4 용지 2매분을 워드로 작성) 

다 . 반명함판 사진 1매 
라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문의 : 베이징저널사
전화 (010) 6498-9781/2, 팩스(010) 6498-9780

% 七니 치맹 Ta!뼤  나왕습니다.
스 으邮지 기54서1H 1상4Bi때습니다、

①회념적시:* ᅡ - 찬송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수사랑하심은,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등) 총17곡 
(D찬01단그F - 경배와 찬양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목마른 사슴, 주는 토기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등) 총 18곡 
(D부위명천적우려 -중국어 성경에 곡을 붙여 만든 찬양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오직 성령의 열매는 등) 총 13곡 
® 금아진정적자유 - 중국인이 작사작곡한 중국복음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줍니다 등) 총 13곡 
(D수몽향- 성경의 이야기들이 중국어 낭송과함께 노래로 불려집니다(천지창조이야기，다윗이야기 등) 총 18곡

►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중국어문선교회나 유명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제작:금성레코드사. 가격: 개당4500원

►다량을 원하시는 분은 진 기획으로 연락주십시오. Tel. 997-9291.011-688-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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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廣州}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문건

〈광지우 시 종 2 사무 5 예〉

광둥{廣東)성 제8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 요청한 
〈광저우시 종교사무 관리 조례〉를 심의했으며, 이 조례의 비준을 결정했다. 따라서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는 성(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의견을 따라 수정한 후 공포 시행한다.

광저우시 종교사무 관리 조례
(1997년 9월 26일 광저우시 제10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12월 1 일 광둥 
성 제8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으|에서 비준됨)

제1장 총칙

제1조 공민(公民)의 종교신앙자 
유를 보장하고，정상적인 종교활 
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에 의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중화인민 

공화국 헌법〉과관련법률 및 법규 
에 근거하여 본 시(市)의 실제적 
인 상황과 결합하여 본 조례를 제 
정^ 다.

제2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종교사 
무는 종교와 국가，사회，공민간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 공공 사무를 
가리킨다.

제3조 본 시(市) 행정구역내의 종 
교사무 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 
다. 본 시(市) 행정구역내의 국가 
기관이나기업단위，사회단위 및 
사회단체와 개인은 반드시 본.조 
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공민에게는 종교신앙의 자 

유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 
도 공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강요할 수 없으며, 종 
교를 믿는 공민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대우 할 수 없다. 

종교를 믿는 공민이나 믿지 않는 
공민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공민 
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해야 
만한다.

제5조 종교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국 
가통일과 민족단결 및 사회안정 
을 수호해야만 한다. 어떠한 조직 
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 
가의 행정 이나 사법 및 교육에 간 
섭할 수 없다. 종교단체 및 종교활 
동장소, 종교교직인원과 믿는 공 

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다.

제6조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마 
땅히 독립자주와 협력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외국세력의 지배 

를 받지 않는다.

제7조 시(市)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이하 시 종교사무부서라 약 
칭함)는 본 시(市)종교사무행정 
의 주관부서이며，본 조례의 시행 
을 담당한다. 구(區)，현(縣)의 시 
(市)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는 
소재 구，현의 시(市) 종교사무 행 
정의 주관부서이며, 관할지역의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진다. 본 시(市)에 있는 각 급(級) 

인민정부 관련부서는 법에 의하 
여 각자 직무를 수행하며，종교사 
무 부서와 협동으로 본 조례를 실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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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종교단체

제8조 본 조례가 말하는 종교단체 

는 본 시(市)의 법에 의해 설립된 
시(市)불교협회，시(市)도교협회, 

시(市)천주교애국희，천주교광저 
우교구, 시(市)기독교삼자애국운 
동위원회，시(市)기독교협회 및 
시(市)와 구(區)，현(縣)의 종교단 
체를 가리킨다.

제9조 종교단체는 반드시 국가의 
<사회단체 관리규정〉에 의해 등 
록 신청해야 하며，등록관리 기관 
의 등록을 허락받은 후 활동을 진 
행할 수 있다.

제10조 종교단체는 반드시 정부 
의 행정관리를 받으며，각자의 규 
정 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제11조 종교단체는 반드시 정부 
가 관련 종교 법를 및 법규를 관철 
하고 집행하는데 협력해야 하며, 

종교를 믿는 공민에게 애국주의， 
사회주의 및 법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종교교직인원과 

종교를 믿는 공민의 합법적인 권 
익을 수호해야 할 뿐 아니라，정상 
적인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혹 
은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종교단체는 종교적 문화 
행사와 학술적 연구 및 교류를 추 
진할 수 있으며，국가 규정 에 따라 
종교출판물을 출판，인쇄，제본， 

발행 할 수 있다.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업을 신청 및 운영할 
수 있으며 , 사회의 공익사업 에 도 

움이 되는 활동도 거행할 수 있고， 
종교방면의 대외우호 교류를 전

개할 수 있다.

제13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종 
교학교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 

에의해관리，운영한다.

제3장 종교교직인원 
織 娜 ᄉ 員 )

제14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 

교직인원이란，곧 불교의 비구, 비 
구니，도교의 도사，여도사, 이슬 
람교의 아굉(阿知), 천주교의 주 

교, 신부，수사，수녀，기독교의 목 
사，선교사，전도사 및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기타인원을 가리킨다.

제15조 종교교직인원의 신분은 
시(市)의 종교단체에서 본 종교규 
정의 조건과 절차에 의해 승인되 
며，시(市)종교사무 부서에 비준 

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승인과 비준을 받은 종교 

교직인원은 본 종교 규정에 의거 
하여 직책을 이행하며，종교활동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집행하고 
교회업무를 처리하고 참여하는 
민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승인 
과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와 이미 
사퇴한 경우 및 종교교직인원 신 
분을 박탈당한 경우의 사람들은 
종교교직 인원의 신분으로 종교활 

동을 진행할 수 없다.

제17조 종교교직인원도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 

에 대한 각 항의 규칙과 제도를 준 
수해야 한다.

제18조 본 시(市)의 종교교직인원

이 다른 지역의 초대를 받거나 외 
부 종교인사를 본 시에 초청하여 
종교활동을 거행하려고 할 때에 

는 본 시(市)의 관련 종교단체의 
동의와 본 시(市)의 종교사무 부 
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종교활동장소

제19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 

활동장소는 종교를 믿는 공민이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분교사원， 
도교궁관(宫觀), 이슬람교의 사원 
(淸眞寺), 천주교와 기독교의 예 
배당 및 종교사무 부서가 숭인하 
는 기타 고정적인 장소를 가리킨 

다.

제20조 종교활동장소를 설 립하려 
면，반드시 구(區)나, 현(縣)급 이 
상의 인민정부가 비준해야 하며， 
〈종교활동장소 관리 조례〉의 규 
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 
다. 종교활동장소를 정지，합병， 
이전 및 등록변경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원래의 등록기관에서 수 

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관리조직을 설치해야 하며，각 항 
의 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유지해 
야 ^ 4 .

제22조 종교활동장소는 자발적으 
로내는 개인과단체의 연보나 헌 
금 및 기타 종교성 중여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종교활동장소는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업을 신청 

운영할 수 있으며，사회공익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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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히는 사업을 운영하며，국 
가관련 규정에 의거한 종교용품， 
종교 예술품 및 종교 출판물을 경 
영 판매할 수 있다.

제24조 종교활동장소에서 상주하 

는 인원과 잠시 머무르는 외부인 
원은 반드시 국가의 호적관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종교활동장소내에서 영화 
나 텔레비전 프로를 촬영하거나， 
상업 이나 서비스업을 개설하거나 
진열 및 전람 활동들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된 각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또한 관련지 역 종교사무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라도 종교활동장소내 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에 대한 선전과 

쟁론을 할수 없다.

제27조 종교활동장소내에서 점 

괘，운명, 관상을 보거나 제비뽑아 
점치는 것，축귀나 신유활동 둥을 
할 수 없다.

제28조 비준받지 않은 어떤 조직 
이나 개인도 사원, 궁관，예배당， 
사찰, 옥외 신상 및 불상을 건축하 
거나 개조할 수 없다.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가 사원，궁관，및 교 
회당을 철거 개조 및 신축하거나, 

옥외 에 있는 신상과 불상을 보수 
할 때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수속 처리해야 한다.

제5장 종^활동

제29조 본 조례가 밀하는 종교활

동은 종교를 믿는 공민이 종교교 
리와 규정 및 종교전통과 관습에 
따라 활동하는 것올 가리 킨다.

제30조 종교활동은 반드시 종교 
활동장소나 종교사무 부서가 인 
가한 장소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 
다. 종교를 믿는 공민은 자기 집 에 
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제31조 종교를 믿는 공민이 거행 

하는 단체 종교활동은 반드시 종 
교교직인원 혹은 규정 조건이 부 
합되는 사람이 주관해야 한다.

제32조 비정규적인 종교활동을 
거행할 때는 반드시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을 사전에 
시(市)종교사무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비종교단체는 종교활동을 
거행할 수 없고，종교시설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종교성 중여를 받거 

나 혹은 다른 형태로는 받을수 없 
으며，아직 비준되지 않은 종교용 

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없다.

제34조 종교활동은 사회질서，생 
산질서 및 생활질서 에 영향을 주 
어서는 안되며，공민의 심신건강 
을 해쳐서도 안되며,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범해서도 안 
된다.

제6장 종교재산

제35조 본 조례가 밀하는 종교재 
산이란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가 법 에 의거하여 소유 또는 관리 

사용하는 부동산, 건축물，묘지， 
각종 시설，사운품，문물(文物)，공

예품, 종교수입, 소속기업, 사업 
및 기타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 

과수입을 말한다.

제36조 종교재산은 법률의 보호 
를 받으며，어 떠한 조직과 개인도 
침범하거나 점유 및 무상으로 사 
용할 수 없다.

제37조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는 반드시 종교재산 관리기구와 
관리제도를 설치하여 건전하게 
운영하며，종교사무 부서와 관련 
부서의 지도를 받는다.

제38조 종교 부동산과 묘지는 종 
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 
이 부동산 등록기관에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법에 의해 비준을 
받은 후 부동산 권리중서를 수취 
하고, 또한 시(市) 종교사무 부서 
에 비준을 받는다.

제39조 도시행정 건설의 필요 이 
외 에 종교부동산과 묘지가 징발 
및 철거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 
(市)관련 종교단체와 시(市) 종교 
사무 부서의 동의를 구하고 합리 
적 보상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40조 모든 문물(文物) 보호 단 
위 (單位)나 ■중점보호 단위(單位) 

인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시 (市) 

계획 부서가 보호범위 및 건설제 
한 지역을 확정한다. 징발이나 이 
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반드시 
국가관련 문물 보호의 법률과 법 
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7장 종교출판물

제41조본조례가말하는 종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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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료 원

판물은 종교서적，종교인쇄물，종 
교카세트，종교비디오 및 기타 종 
교선전품을 말한다.

제42조 출판, 인쇄，제본 및 발행 
되는 종교출판물은 반드시 시 (市) 

종교사무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가관련 부서의 규정에 의 
거해서 처리해야 한다.

제43조 종교출판물은 반드시 국 
가규정 및 조건에 부합된 인쇄공 
장에서 인쇄해야 한다.

제44조 비준을 받은 출판，인쇄， 
제본된 종교출판물은 반드시 인 
가된 수량과 범위내에서 발행해 
야한다.

제45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학교가 외국종교 조직이 
나 개인으로부터 종교출판물을 
중여받을 때는 국가관련 규정 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6조 어 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 
적으로 인쇄하거나 불법으로 들 
어온 종교출판물을 운송，판매，제 
본 및 배포할 수 없다.

제8장 대외 교류

제47조 종교단체와 종교인사가 
외국 종교계와의 우호 교류와 문 
화 학술 교류활동을 전개하는 경 

우，반드시 자주독립，상호존중, 

상호불간섭，평등 우호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48조 종교단체와 종교인사가 
종교 교류를 이유로 줄국하거나 
외국 종교단체와 종교인사의 방 
문을 필요로 할 경우, 또는 종교단

체가 종교유학생을 파견할 경우 

에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의 
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9조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가 외국 종교조직과 개인으로부 

터 중여를 받을 때 반드시 종교 중 
여접수에 대한 국가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 리해야 한다. 어떠한 조 

직이나 개인도 외국으로부터 종 
교 수당이나 전도 경비를 받을 수 
없다.

제50조 본시 (市)의 비종교조직이 
나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제, 과학， 
문화，교육，관광, 위생 및 체육 둥 

교류활동을 하거나 사회공익 사 
업을 실행할 때，종교적인 부대조 
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시(市) 

비종교조직이나 개인이 외국 종 
교조직이나 종교인사의 방문을 
받거나혹은외국 종교조직이나 
종교인사로부터 방문요청을 받을 
경우，반드시 사전에 시(市) 종교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1조 외국인은 본 시(市)가 비 
준 및 등록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을 참여할 수 있고，또한 
시(市) 종교사무 부서가 인가한 
장소에서 외국인이 참여한 종교 
활동을거행할수있으며, 시(市) 

종교교직인원이 세례, 혼례，장례， 

및 법회 등 종교의식을 거행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 외국인은 본 시(市)에서 
종교조직을 설 립하거나 종교사무 
기관，종교활동 장소와 종교학교 
둥을 설 립해서는 안되고，중국 공 
민 가운데서 신도를 중가시키거

나 종교교직인원을 위임할 수 없 
다. 또 사적으로 종교 유학생을 모 
집할 수 없으며，종교 출판물 배포 
와 기타 전도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3조 외국인이 본 시(市) 종교 
활동장소의 초청에 따라 설교，설 
법 및 기타종교적인 학술 및 문화 

교류를 진행할 때 반드시 국가관 
련 중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4조 외국인은 본인 용도의 종 
교출판물과 기타 종교용품을 휴 
대하고 입국할 수 있다.

제9장 법률책임

제55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아래 

와 같이 행했을 경우 종교사무 부 
서는 활동 정지 및 경고와 사건의 
엄중에 따라 종교활동장소의 둥 
록을 폐지할수 있으며，조직에 대 
한 책임이나 직접 책임이 있는 사 
람에게 500원 이상 5,000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 비준받지 못한 본 시(市) 종 
교교직인원이 다른 지역에 가거 
나 다른 지역의 종교교직인원이 
본 시(市)에서 종교활동을 집행할 
경우.

(二) 종교활동장소내에서 점괘， 
운명，관상，제비뽑는 것, 축귀 및 
신유의 활동을행할경우.

(三) 종교교직인원이 비준，등록 

및 인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집행할 경우.

(四) 비준되지 않은 종교학교를 
개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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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아래 

와같이 행했을 때，종교사무부서 
는 활동 정지 및 경고와 사건의 엄 
중에 따라 종교활동장소의 등록 
을 폐지할 수 있으며，조직에 대한 
책임이나 직접책임이 있는 사람 
에게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간섭 
및 방해하는 경우.

(二) 종교를 믿는 공민이나 종교 

를 믿지 않는 공민을 강압하거나 
경시하여 좋지않은 결과를 조성 
할 경우.

(드)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행정， 
사법 및 교육을 간섭할 경우.

(四) 종교활동이 사회질서，생산 
질서 및 생활질서를 방해하거나 
공민의 심신 건강에 해를 입히거 
나，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범할 경우.

(五) 비종교조직과 개인이 섭외활 
동중 종교적인 부대조건을 받아 
들인 경우.

(六) 아직 비준되지 않았거나 사 
퇴했을 경우, 혹은 종교교직인원 
의 신분을 박탈당한 사람이 종교 
교직인원의 신분으로 종교활동을 
진행했을 경우.

제57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아래 

와 같이 행했을 경우, 종교사무 부 
서와 관련 부서는 활동정지 및 경 
고를 명하여，동급(級) 인민정부 
에 허가를 얻은 후 단속할 수 있고 
불법 소득과 불법 물품에 대한 몰 
수와 불법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동시에 조직에 대한 책임이나 직

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0,000 

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 비준 및 등록되지 않은 종교 
조직 이나 종교활동장소를 설 립하 
는 경우.

(二) 비준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 
국 종교 조직과 개인으로부터 중 
여를 받는 경우.

(三) 비준되지 않은 사찰，궁관，교 
회，절, 옥외 신상이나 불상을 건 
죽하는 경우.

(四) 비종교 조직이나 개인이 종 
교활동을 집행하는 경우.

(五) 비종교 조직이 종교시설을 
설치하여 수취 혹은 다른 명목의 
종교성 중여를받는경우.

(六) 비종교 조직과 개인이 허가 

되지 않는 종교용품을 생산 판매 
하는 경우.

(七) 외국 종교단체로부터 수당이 
나 경비를 받는 경우.

제58조 본조례를 위반하고종교 
재산을 침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종교A序부서와관련부서 

는 월권활동에 대한 정지，반환, 

및 원상태 회복을 구분하여 명령 
하고 경제적인 손실은 법에 의거 
하여 배상해야 한다.

제59조 국가 공무원이 종교사무 
를 관리하던 중에 본 조례 관련 규 
정을 위배했을 경우，그 소속 단위 
(單位)나 상급(級) 주관부서는 수 
정을 명령하고 행정 처분하며，범 
죄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중화

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와 
기타 법규를 위배한 경우, 공안국 
과 관련 부서는 규정에 의해 처벌 
하며, 범죄했을 경우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61조 당사자가 처벌에 대해 불 
복하는 경우，〈행정복의조례(行 
政復議條例)〉혹 은 〈중화인민공 
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거 
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거할 수 있 
다.

제62조 외국인이 본 조례를 위반 
했을 경우, 종교시무 부서는 활동 
정지 및 경고를 명령한다. 또출입 
국 관리 규정이나 치안관리 규정 
을 위반했을 경우，공안국은 법에 
의해 처벌하며，범죄했을 경우 법 
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부칙

제63조 본 시(市) 종교조직과 종 

교인사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 
오，대만의 종교조직과 종교인사 
와의 교류 및 종교활동을 행할 때，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과 홍콩 특별행정구，마카•오， 
대만의 주민이 본 시(市)에서 종 
교활동을 할 때，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4조 본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광저우시 종교사무국에서 
해석 에 책임을 진다.

제65조 본 조례를 199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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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시리즈

1. 만남(중국성도 간증 소책자)/中國語文宣敎會 번역 2,000원
2.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Tape: 1,000원) 1,500원

I.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2_000원
Z 經文背誦 (Tape: 1,000원) 1,500원
3. 神愛世ᄉ (Tape: 1,000원) 2,000원
4. 我的第一本聖經 (Tape: 1,000원) 2̂ 500원
5. 信仰讓本 5,000원
6. 구약성경 이야기 (Tape 25개) 25,000원
7. 中 • 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토 출판사) 900원
8. 중국어 신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35,000원
9. 중조양어 대조와 오류분석 18,000원
10. 중국어 찬양 Tape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오ᅡ는 나의 목자시니) 4,000원
♦ 我的中國'W나의 중국 마음) 4,000원
♦ 是愛(사랑은) 3,000원
♦奉主耶穌的名 3,000원

II. 종합선교중국어 8,000원
12 讚美歌 5,000원

우에 소7na지 않운 o 존 교지i^ e  구0j 항 수 있습니o .
구입방법 : 증국어f t 선교a  사우성에 직접 오셔서 구입힘 수 있습니口.

지1t 0J 경우 우10방송이 가능하오니 ^ 2 f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정하/날 c u t 정2H번2 폴 71재*II 주W7I til•핍니O. 보 우편£금은 신청면이 부땅하게 된니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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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 스토트(J.FIW. Stott-) 저/ 시에쯔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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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율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 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돌의 신앙 성장혜 필요한 소책자와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S 金1 f P 1 
^ 生I • 졔  기 1꿰 고  이 초 1■■마

중국0I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울 뜨3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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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문선교회  심영아  간사<근무시간 : 오전 9시 〜오 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S  02)594-8038

真 理 的 寻

基督敎是否可信



1999년도 1학기

중국어 문선교회  부설

중국선：2 5 련련( M .T . I  f o r  C H I N A )  

제1 4 기 5 련생 모집

선교현장예 임학기애 앞서 준비를 철지히 함은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1•!아.

이 프로그램은 성실학게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71은 G개월입니다.

선교헌지<n 무리없이 정착n 기 위해 투자하는 g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타고 할 수 없습니다.

CH 상
교회,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참가인원 20명 내외.

선 발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s a a  의 
a!정올 수 SCE3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 능력 배양. 

생활중국어오ᅡ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중국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 구체호h

〈교 육 기 간  매 년 3월 , 9월 개 강 >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98년 12월 15일̂ 9년 1월 30일

구비서류/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 소개서(소정양식) - 1통, 위탁서(소정양식)-1통 

원서대금 및 접수비/ 원서대금 2,000원，접수비 10,000원 

문의 및 접수처/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535-4255, 5&4-8038 FAX ： 599-2786 담당: 이성은 주임

개강에 배  9 9 년 3월 2 일 (화) 오전  9 시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중 국 어 문 선 교 회
중국선교훈련원(원장:박성주 장로)은 중국선교를 위한 언어 훈련과 중국문호ᅡ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q q ^ v ^

중 국 복 음 선 교 회  부 설

譬事^ 사#끝철 쳤 } 행

1. 본 훈련원 졸업시 吝동의 중국선교신학원(China Mission 
Seminary)의 인준학위인 중국선교학석人KMasterof Christian 

Studies in China Ministries), 중국；!i! 교학증서(Diploma of 
Christian Studies in China Ministries)醫 수여함.
2. 각종 ^ 학예택(성적, 애화, 생찰, 근로) 있음.

초대의 글

본 훈련원에서는 중국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하여 현지사 

역에서 필요한 언어를 완벽아게 

구사하며，현지훈변을 통한중국 
현^  적*8■능력등을 적절하게 갖 
춘 전문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 
으로 에비 중국선교사를 모집합 

니다. 관심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 
랍니다.

일정
1. 훈린 및 교육기간:
1999. 3. 2-2001 • 2. 28(2년4학 
기ᅳ국내교육, 해외실습)

2.일 시 :
매주 화〜금 오전 9시〜오후 4시30분(정일주간)
3.교육장소 :

본원(서울 중구 정동 25번지)
4 .2 형방법 ：

서류/ 멀기/면접시험
5.제출서류 :

분원지 원서 /신 항고 백서 /최종 학교즐업
성적증명서 /사진2매(3*4) /추천1g 가서2통(S 임목人^

교우)
6.원서교부 및 접수 : 1999. 2. 6까지 접수마감

7.시험일자 ： 논술(1999. 2. 8), 면접(1999. 2. 9)
8.합격자발표 : 1999. 2 . 13
9.개강일자 : 1999. 3 .2

훈3  및 교육내용
영성 및 인적훈련/ 선교사로서의 인격형성 및 영성, 경건의 훈변 

공동체훈련/ 공동체 삶 속에서의 개인성^  훈런 
은사 및 사역의 개발/ 개인의 은사 및 시•역의 개말 
사역실습/ 현^  적■§•능력 향상과 실제사역의 실시 

중국어/ 기초부터 자유로운 언어 구사와 설교능력배0J  
중국선교사역악/ 전문적인 중 국 교  지식과 사역이해 도모 

중국악/ 개말적인 중국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 
일만신교사역학/ 목 넓은 세게선교와 선교문제에 대한 식견함00e

대상

문의

1 .중국신교소병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사역에 평생 현 
신할 자
2. 일만대학 e  는 신학대학 疆업자
3 .2 문대를 클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2년이상 근무한 자
4•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 년이상 근무한 자

중국선교人딴련원 (Center for China Mission Training) 100-120 서울 중구 정동 25 (TEL: 318-3956, 755-5415 Fax： 773-6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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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查 주께로
1999년 1.2월호 (통권55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박성주 

발행.편집인/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김중선.김중하•김피득 

왕쓰웨.지인성.한수아(가나다 순)

편 집 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 혜 .이 민선.최 귀 례 .곽숙.박정 희 

편집디자인/박정영

중국查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8년 12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Q  02) 264-5354 
인쇄인/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Q  0344)906-9191

값/5 ，000원
(1 년 정 기 구 독  30，000원)

중국어문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답동 4 4 - 24 원지당 약국 3층 

전화: 032) 762-0748

중국선교전^지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 

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 

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 

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인터넷혿페이지
www.Dadream .c ᄋ.kr/~sin im

☆ E -  mail 
sinim@chollian.net
☆ PC 통신 천리안

천  깁 车  기

1999^ 새해 아 ^이  말Jjoi•오고 91다.

그 어느 의 그'엇과는 다른, 님:다른 회로 시咖를 앉는다. 준 

비 없이 올아닥大J 거국적인 경제현:파로 91헤 성외자 증'71-, 이 
로 。 부너지는 가정들이 성처와 아픔의 일룩 속에서 DJo| 

하^  새dH이기 OHgpi리라,

하지 Hi 소나무의 푸름은 왼 눈 내리는 겨울oil야 더욱 드러나 

고, 병기의 날카로움은 전생의 어려움 속Oil서 돋보이는 방 

우E n i■함께从ᅡ우]나기는이 영적 중국을 주■께로드리느

냐 사q 의 서I력cnmi 장색求>1■도록 두느냐의 기로어1서, 우리가 

# ᅡ는 정제적 인ᅡ파는 우리의 믿음과 충성의 어 떠 ^을  ^명 히  
드러내 주는 tiH정이 될 ■뿐이다.

바라기는, 새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로운 각오와 

다진으로 이 eg적 성에서 분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 

리 는즉I: dH가도r 기를 소 DctdH 본다,

국외 정기구독료(1 년) 
항공우편

1 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30,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42,,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폴, 말레이入ᅵ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30,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7,4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30,000원, 우편료 23,400원, 합계 53,4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30,000원，우편료 31,200원, 합계 61,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중국查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http://www.Dadream
mailto:sinim@chollian.net


중국을주매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둥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 입 니 다.

받는 사람

중 국 올  주 께 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층)

전화 ___________________

받는 사람

중 국 올  주 11I I 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저5-11(3층)

!1| 回  [기  ᅳ 回  |6 \9



중국울 주께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ᄋ2-592-013Z ᄋ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궁은0<5 99변 정? /  지로번호 76ᄋ2362(정기구독으로 H AI)
국 e j 은행/  ᄋo e o K M w - ^ s ^  금주: 박성주)

독자카드 1999년 1 • 2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께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옴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께로」에 보완될 무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r중국을 주11II로」를 룡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

□ 신규구독  □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1 :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1년 30000원 (6권 } □ 2년 60,000원 (12권 | □ 3년 90,000원 (18권 1

년 월 일 위와 같6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주소 변경

이 름 

주 소 

회원번호 

변경주소

(남 , 여 ) 전화번호

(우

(우

통 반 ) 출석 교회

( 통 반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 3)

증국 선교의 운이 외 영리지 않는7ᅣ를 용71 전에 우Z|7t m  
U  증국율 m  71도를 ?||속하고 있는지 자^4(1 봉/니O. 우리 
으I 71£로 써  G 든 영 수 있습니O . 그21나 또한
우의가 7IE하지 않용으로써 선교의 Q든 운들이 땅민 채로 
있 711 H •것 외니 CK

우21에711 혀？(하신 크고 그 적임 또한 Of증？3 니Ch
이 M ini에 7 |£의  큰 용나로, 이 영팽된 친!임우 O 하■겠습 

니까? 바로 우리 자신등0J 니Ch 
이제,

『충국윤 주께로J %a(l 충보7IE7h 98년 U원부曰 시작H<a 

습니 ch

층국어운선교2]으1 엉 n %  붙들고. "어론^  훌■■처렁 71도의 

^  돌고 함께 7IE하^  원힌니D. |■보71£로  후원하심 여 

러분%우 향a  f t우 영고 7 io 침니a  참여를 7 ia 힘니

a .

시간: nrn 섯IMK 월요잁 (IM 7:00-9:00) 
장소: 이수성sn}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产2尸!! 그 의,

미1주 첫제, 둘气 넷케 월요일은 저녁 6 ： 30〜8:30 
“중국을 주11로” 기도합주호I 가 원해대로 진행됩니다.

장소: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HK3층) 무 13H)69 

전화: 02)592-0132,594-0038



아 직 도  선 교 사  파 송 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벌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러시아의 

시골주부

■시베리아 벌목징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 
음으로 하니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11 

대 刺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됐습니다"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우연히 귀 빙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중국교회 극동빙송과세이생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

지도자 다 어느 한 집에 리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
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빙송을 들으니까 합창(친송)이 끝난 
북한지역 후에 어느 사림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주민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히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 
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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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아울 02 ) 320-0283, 0290

m  어느 은행이든 的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정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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