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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교 훈린원

중국선교훈련원은 

92년 9월 설립되어 지금까지 14기에 걸쳐 

100여명의 중국선교사를 배출했으며 

현재 그들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훈련원의 6개월 훈련과정은 

중국을 품은 당신에게 

언어적. 문화적.선교적 적응능력을 

키워드릴 것 입니다. 

준비는 곰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이 귀한 준비 사역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대상
1.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선교사
2. 교회，교단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 • 단기 선교사

훈련기간 
1999년9 월 ~2000년2 월 

(주 5일 28시간 수업)

교육 및훈련내용 
선교중국어 집중과정

집중적인 언어 훈련을 통하여 생활 중국어와 성경, 전도, 기도등 

선교에 필요한 중국어를 습득하도록 함.

차이나퍼스펙티브(CHINA PERSPECTIVE)과정 

중국선교와 관련된 역사적 • 문화적 배경과 선교 전략 및 

사역실제를 다룸으로 중국선교 전반에 대한 안목을 갖도록 함. 

현지 훈련과정
선교지 정탐, 현지 사역자 세미나, 사역 실습등을 통해 

현지 적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원서교부 및 접수
99년6월 15일 - 99년 7 월31 일
중국어 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3#) 〒137~069 

TEL535-4255, 594-8038. FAX:599-2786 

제 16기 훈련은 2000년 2월에 개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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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1I

데이잇 우 영제를 기리며

지난 5월 21 일, 예루살렘으로부터 긴급 기도요청이 들어왔다. 그것은 데이빗 우(David 

Woo) 형제가 중국 근로자 막사 방문 사역 도중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뇌사 상태에 빠져 

있으니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우 형제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신 

학수업 중 이스라엘 중국 근로자 사역을 위해 올해 1 월에 이스라엘로 온 분이었다.

우 형제는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다. 왜냐하면 을 1 월 4개월 간의 이스라엘 사역을 마 

치고 돌아온 P 형제오ᅡ 1 년간의 이스라엘 사역f  마치고 3월에 귀국할 예정이었던 K 자 

매의 빈자리를 놓고 우리 선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응 

답으로 이 우 형제가 이스라엘로 오게 된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에게 우 형제의 

유고(有故) 소식 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침 우리가 처음 이 기도요청 전화를 받은 때 가 「순회선교단」스텝들과 함께 철야기 

도회를 갖기 위해 용인으로 이동하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날 밤 우 형제 

의 회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뿐 아니었다. 우 형제와 중국인 근로자 사역을 

같이 하였던 동역자들을 위시하여, 그를 파송한 미국 휴스턴 중화교회 성도들과 예루 

살렘 중국인 교회 성도들, 심지어 우 형제가 결신시킨 83명의 중국인 근로자들까지 이 

기도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 형제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지 1 주일 만 

인 27일,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향년 40세. 한창 일할 나이에 룻 사모님 

(33세)과 리디아(5세), 에스더(3세), 그레이스(10개월)를 남겨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이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는지 4개월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역 기간동안 무려 83명의 중국인을 주께로 인도하였다. 마치 이스라엘의 중국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관제로 부어드린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중국 영혼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다 간 것이 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우 형제의 헌신은 생명의 씨앗이 되어 이스라엘의 

중국인 심령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추수사역에 한국 교회 

의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우선 이스라엘 중국인 사역을 위해 2명의 한 

국인 사역자와 그들을 후원할 교회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찬송 ‘휘장을지나’ 가사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우 형제가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 들고 우리 입술의 찬 

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할’ 날을 그려본다.

이동화/본지 발행인



중국선교전문지

중국울주7卿로

중국선교 길라잡이

7 인터뷰(1) I한국 교회. 중국 선교 공식 루트 사용하라.

- 중국기독교협회 총무 쑤더츠/ 석은혜

10 인터뷰(2) / 21세기 # 국 선교는 전문인 사역으로

- 건화기금회. 국제 총재 피터 앤더슨 / 석은혜

14 중국 교회 현주소 / '중국의 예루살렘’ 원저우(溫州)교회 / 싱푸정(邪福增) 

18 제3국의 중국선교 I 남태평양 팔라우의 중국선교 / 이홍원 

22중국선교 회고 / 중국 교회 5년 참관기 / 김종구

특집/ 중국 단기선교여0<5 알고 [더나자

26 효과적인 중국단기선교의 기름길 / 피터 김 

30 중국 단기선교여행, 이렇게 준비하라 / 석은혜 

34 재정,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시선 I 강은주 

39 중국단기선교, 이런 점을 주목하라 / 이모세

44 성공적 단기선교, 일회적인 시야에서 벗어나야 / 한윤숙 

48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소성호 • 이원필 

52 비전을 발견하게 한 중국단기선교 여행 / 김은진

54 탈북동포, 방문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하자 / 편집부

55 단기선교를 망치는 12가지 사항 I 편집부

56 중국 단기선교여행, 어디로 갈 것인가? / 연구부

인터퓨 (1)/쑤더츠

헌신의 삶

64 중국 사역 체험기 / ••도시를 밝히는 진정한 불빛"

ᅳ 휴대폰올 든 가정교회 지도자(n) / 왕쓰웨 

68 현지에서 온 소식 /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 김화목 

70 내가 만난 하나님 / 주님이 보살피신 나의 일생 / 즈후이細惠)

72 중국선교사 행전 /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힌 월리엄 찰머스 번즈 / 루스 터커 

76 이삼열의 중국 이야기 / 희어져 추수할 중국 땅에 보내어진 일꾼들 / 이삼열특집/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터퓨(2)/피터 앤더슨

특집/중국 단기선교여행 알고 떠나자



중국은 지금

78 중국은 지금 /  중국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로 

행정 투형성 높이려 / 장^ ( 江환)
82 중국 뉴스 초점 /  H)•룬궁(法輪功)이 일어나고 있다 / 연구부 

86 중국 동향 /  보도물에 나타^  중국 /  연구부

91 중국소수민족을 알자 (12)/

원난성완 소수?]족麵  -  푸미(普 *족  /  김중하 

98 중국 교회를 찾아서(17> /  산이(三ᅳ)교회의 어제와 오늘 

102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6) I
독립가정교회의 신학사상 / 주피득 

108 중국의 관문도시(9> /  복음의 관통로, 충눅의 관문도시들 

-  티뱃'의 라싸(拉 te  와 시가체(曰 暗則) /  연구부

선교 중국어 코너

1 발행인 칼럼 I  데이빗 우형제를 기리며/이동화 

4 선교일언 / 중국선교를 하려는 여러분에•게 / 유병국 

13 묵상의 샘 /.히: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117 선교 복덕방 /  새 일꾼을 찾습니다

118 신간도서 / 『현대 중국의 생활문화』외 2권

119 선교 다이제스트 / 『중국교회와 선교-6호』외 3권

120 선교 게시판 /  해외선교단체 .정보

122 자료실 /  장사(江西)성 종교사무관리조례



중국성III를 하려는

여 러 분 에 게

유병국

성입관을 버려라

중국인을 1만만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표현을 쓸 때，그들이 매사에 느리고 뒤쳐진다는 부 

정적인 생각이 사고의 뿌리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 

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우리는 중국인을 평하는 

4만만디’ 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느 

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빠르고 성급한 것 일수 

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정학(地政學)적으로 

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거기에 따라 성 

격도 형성되었습니다. 좁은 땅 덩어리，사면을 보아 

도 꽉 막힌 산뿐인 자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우리네 

가슴은 여유가 없습니다. 늘 급하고 좁은 것이 우리 
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인은 다릅니 

다. 그들은 광활한 대지 위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 
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들의 여유를 느리다는 표현으로 4만만다 라고 하 

는 것 같습니다.

만만디 중국인에게 선교를 하려면 우리도 거기 

에 맞추어야 합니다. 태생적으로 여유를 가진 사람 
들에게 느리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그들올 우리의 

보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기동 타격 
대 같이 치고 튀는 우리 식의 선교를 하려는 자세로 

는 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한 중국어야말로

그렇게 얼른 배워서 될 언어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알고 있는 한문 지식이 있다고 더 깊이 있는 

언어 공부도 생략한 채 사역에 뛰어드는 선교 행태， 

개종(改宗)도 빨리 빨리 시키고，교회까지도 빨리 

지으려고 하는 한국식 빨리 빨리’ 의 태도를 가지 

고 중국 선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됨 

니다. '만만디'의 자세，비록 내 때에 특별히 손에 잡 

히는 것이 없어도 중국인들 속에서 중국인들을 이 
해하고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관계 형성을 이루어 

가는 기다림의 자세，그래서 그들의 깊은 신뢰를 얻 

는 것,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정직하고 신실한 

삶에 대해 관심올 나타내게 하는 것，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중국인의 口]음을• 얻는 선교의 비결일 것입 

니다.

성교의 대상을 존중하라

중국인은 우리보다 조금도 열등하지 않은 민족이 

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식 할 때 진정으로 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중국인，중국놈 

들’ 이라는 못된 오만을 버리지 않으면 그들을 진 

정으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늘 

중국의 그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대주의'라 

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인가 우리

4 중국을주께로  1999/7 • 8



중국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되,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진은 어느 삼자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

나라가 경제적 성장을 조금 이루 
게 되어，소위 말하는 졸부(사실 

은 졸부마저도 아니지만) 근성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중 

국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 

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더 

럽고 가난하며，믿을 수 없는 사 

람들이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사 

고 깊숙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 

다.

선교A]들 도  선교하다 보면 보 

통 때는 괜찮지만 어느 계기가 되 

면 ‘역시 중국인들은 그렇자 하는 선입관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중 

국인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민족 

만큼 배타적인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민족적인 우위로 자랑해 온 단일 민족，단일 문 

화’ 의 문제가 정작 세계화를 외쳐야 하는 지금의 

세계 정서 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고，한국식 개 

인주의를 내세우는 선교가 오늘날 선교 현장을 얼 

마나 어 렵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깊은 딜 
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계의 어느 나 

라에 비해서 뒤질 것 없는 민족이기는 하지만，그렇 
다고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마치 

우리 민족이 특별히 뛰어난 민족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선교사들까지 이런 

의식 구조를 갖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마다 안타깝습니다. 중국인들은 우리가 섬기되 끝 

까지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들임을 기억합시다. 그 

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국 HI회를 않자

중국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되 자생적으로 성장하 

고 있다는 시실을 알고 선교해야 합니다. 중국 교회 

는 문화혁명으로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난 뒤，오히 

려 반세기 만에 그 숫자가 10배 이상 중가하는 놀라 

운자생력을가진 교회입니다. 그런 중국에 10여 년

전부터 들어간 한국 선교사들이 각인 각색으로 펼 

치는 선교 활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처럼 부 
흥하고 있다는 착각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오히 

려 이런 선교 행태들 때문에 중국 교회 안에서 예상 

치 못한 분열과 상호 비방 둥 우리가 한국 땅에서 
지금껏 보아 온 모습들이 그대로 하나 둘씩 불거져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오히 려 슬픔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기 만족감 내지 

는  자기 성취감으로 선교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중국 선교를 이야기하 
고 있고，너나 할 것 없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은 고 

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그런 통제 불능의 선교 행 

태 때문에 중국 교회의 자생 행보에 도리어 나쁜 영 

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귀하나 귀 
하의 교회가 지금 선교한다고 애를 쓰고 전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서 중국에다 교회를 짓는다고 야단 

을 하기는 하지만，그것이 곧  중국 교회를 위한 일 

이었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의 큰 교회가 국내의 산간 벽지 어느 마을에다 그 

럴싸하게 교회는 지어 줬는데 그 교회가 도무지 부 

홍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혹은 내 손으로 중국 어느 지역에다 교회를 

세웠다고 사진을 찍고 야단을 하는 것과，실제 그곳 

현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과는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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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덩그러니 세워진 건물만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a  속에 아직도 사라지지 와온 사고

중국인들은가난하고우리는 ‘돈이 있는나라’ ，‘큰 

교화 에서 왔다는 졸부 근성을 버 리지 않으면 우리 

는 중국올 얻을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는 한 

때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 

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에서 온 선교시들 

이 여행객보다도 돈이 더 많다는 인식올 중국 교회 

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곧 복음을 변 

질시키는 일이요，그리스도의 왕국이 그 땅에 확장 

되는 데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하는 일임을 알 

아야 합니다. 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막강한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 

고 중국에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시대 착오입니다.

비록 인구가 많은 것 때문에 골고루 부를 분배받 
지 못해서 그렇지，중국은 이제 더이상 가난한 나라 

가 아닙니다. 선교보고 때에도 더이상 가난한 중국 

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초라한 중국인의 모습이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입니 
다. 그런 보고는 한때 우리들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즐겨 사용해 왔던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도 낡은 패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 중국 출신 선교시들이 세계 선교 

무대에 주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 

습니다. 귀하의 여러 가지 선교 형태는 곧 이들 미 

래의 중국인 선교사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 왔던 선배 선 

교사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 

의 헌신과 복음에 대한 진실한 이해，그리고 성경적 

인 삶의 모습은 곧 우리 교회들이 지난 한 세기 동 

안 지켜 온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는 못하지만，그들은 한국 선교사들의 모습을 주시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지금 21세기 세계 선교의 일 

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태의 선 
교를 하든 그것은 곧 II들이 앞으로 본받을 선교의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많을 맹으면서

중국선교에도 전략이 있고 전략적인 지역이 있습 

니다. 여기저기서 중국，중국 하지만 정작 중국 안 
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 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전도 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 특정지역만이 선교사 포 

화 상태를 이루고 있는 비전략적인 선교 때문에 선 

교지가 오히려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 

니다.

귀하가，혹은 귀 교회가 독자적으로 선교하고 싶 

다고 하더라도，최소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또한 어떤 선교사를 보내야 효과적인지 

는 선교 전문단체나 전문인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중국의 복음화입니다. 현대 

선교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습니다. 기왕 교회나 개 

인이 정성과 기도로 헌금한 선교비라면，또한 주님 

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라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사역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 

니까? 필요한 지역에 적절한 선교사를 보내서 효과 

적인 사역을 하도록 돕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선교의 
부품들입니다. 하자가 없는 제품들이 제자리를 찾 

고 각자의 역할올 감당하게 될 때，그 기계는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헌신되고 잘 준비 된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에 보내어질 때 그들의 선교 

사역은 최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이상 주먹구 

구식의 중국 선교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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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중국선교 공식 루트 사용하라
중국? ᅵ독교협회 (ccc) 총무 쑤더츠(m  慈)

선 교 사 는  공 식 적  인 

^트로  들어와야

“현재 중국 정부는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활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많은 선교사가 
몰래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서 활동하고 있는한국선 

교사들 중에서 공식적인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 방식 
은 주로 물질로 하는 선교입니다. 중국선교를 하기 
위한 바람직한 선교 방식은 중국의 법을 준수하면 

서 애덕기금회 등과 같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들 
어와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개최하는 ‘세 계선 교국제 
협의호ᅵ’ (5월 23일〜27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중국기독교협회(China Christian Council)의 쑤더츠 

총무(66세)는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의 법을 어기고 
몰래 들어와 은밀하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며 공 

식적인 루트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국 삼자교회를 대표하는 공인(公ᄉ)답게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어조로 은밀하게 이루 

어지는 선교의 부작용 

에 대해 부연 설명했 

다.

‘해외에서는 중국에 
많은 가정교회가 있다 

고 말하면서 주로 그 
들을 돕는 선교를 하 
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대부분 
오|국의 경제적인 지원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매우 많은데 해외 
교회는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전에 농사짓던 농 
사꾼이 농사일을 팽개치고 사람들을 모아 놓고 예 

배드리는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외국에 보내면 외국 
교회는 그들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방식의 선교는 
중국인을 망치게 하는 것이며, 잘못된 선교라고 생 
각합니다. oᅵ런 식으로 중국 교회를 돕겠다는 것은 
중국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 

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중국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교회든지 간에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정부의 오해를 받게 되고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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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 사역이 발 
각되면 중국 교회도 피해를 입지만 선교사 자신도 
오해를 받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은 아닌가? ’ , 민 
족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 등등. 바울은 교회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만 세워주고 그들 
이 스스로 목회 하도록 도외주었습니다. 바울의 교 

훈은 현재 한국 선교Aᅡ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고생각합니다.” .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쑤더츠 총무는 이번 방 
문을 통하여 알게된 한국 교회의 장점을 중국 교회 
에 알려 서로 간의 오해를 해결하고, 공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세계선교보다 중국 복음화가 더 시급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세계선교는 중국 교회가 담 
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의견에 대해 

쑤 총무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현재 중국에는 12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리 스 도  

인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만 명 정도입니 
다. 중국 교회가 정착된 것은 불과 20년밖에 안 됩 

니다. 지금 우리 중국 교회가 주력해야 할 일은 교 
회의 정상화로，이것을 위해서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와 같은 수준으 

로 발전하려면 앞으로 족히 20년은 넘게 걸릴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교회는 수적인 성 
장이 질적인 성장보다 앞서가고 있어, 중국 교회의 

질적 성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들 
의 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 
렘 복음화는 중국 교회가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복음이 
전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 

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는 중국 안에서 수확해야 할 열매들이 더 많고, 그 

일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 
에 아직까지 21세기 세계선교에 대한 중국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교회를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말 
했다.

‘*한국 교회는 목회뿐만 아니라 전도에 매우 열성 

적입니다. 목회와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으로，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전도는 양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목회는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한국교회는 
두 방면에 모두 열심을 내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 
의 인구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들었는데，아직도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 한국 교회 
가 더 열정적으로 국내 전도에 힘써서 현재보다 더 

욱 더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수준 높은 중국의 신학수립 과제
“중국 교회는 U ᅵ록 200d의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하 

지만，중국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목회하게 
된 것은 최근 20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아직까 

지 빈곤한 상태이지만 교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현재 성도 수를 1949년과 비교해 보면 약 20배 정 

도 성장했습니다. 또한 1999년 3월까지 발행한 성 
경책은 2,300만 권으로 세계성서공회와 한국성서 
공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 

신앙서적이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쑤 총무는 현재 중국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신학원의 원장답게 중국 신학원 상황에 대해서 빼 
놓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는 18개의 신학원과 성경 

학교가 있는데, 그중 신학원이 12개，성경학교가 6 

개이며，몇 곳은 현재 건설중이다. 12개 신학원 중 
에 4개의 신학원만이 4년제이고，석사 고ᅡ정까지 있 

는 신학원은 난징(南京)의 금룽협화신학원이 유일 

하다.

“중국의 신학원과 성경학원들이 외관상으로 보 

기에는 교사{校舍)가 비좁고, 설비는 남루하며, 교 
수의 자질도 부족하고，장서(藏書)도 부족해 보이지 

만，이 학교들은 확실하게 해마다 새로운 목회자들 
을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1998년까지 신학원의 

졸업생 수는 대략 3，500여 명에 달하며, 각 성에 

있는 훈련센타를 통해서 3만여 명의 평신도 사역 

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신학발전과 관련, ‘지도층의 원만한 세대교 
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며 ‘현재 신학교의 교수진 
중 30%는 1950년대 이전에 신학교를 졸업한 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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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비교적 나이가 많고，나머지 
70%는 1983년 이후 졸업한 젊은 세 

대로 이들 사이에는 현저한 세대 차이 

가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수준 높은 
중국의 신학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며 "중국 신학원 발전을 
위해 해외 교회와 협력하길 원하지만，

중국 신학원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중 
국어로 강의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 
적인 루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 
다. 또한 그는 한국교회가 동북신학원 
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을 치하하면 
서, 중국 교회나 신학원에 대한 경제 

적 지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리고 한국 신학교의 발전을 치하했다.

‘한국에는 크고 작은 신학교가 200 

여 개 있고몇 만명의 신학생이 있다 
고 들었습니다. 한국 신학원 몇 곳을 방문해 보았 
는데, 학생들은 지식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고 영적 
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에서 비교적 좋은 균형을 갖' 

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목회 사 
역의 좋은 결실로 청년사역 방면에서 성공한 결과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대혁명 시절 

고난 경험한쑤더츠 총무
현재 중국기독교협회 총무직을 맡고 있는 쑤더츠 

목사는 상하이 화동신학원 원장과 국제예배당의 

목사를 담임, 사역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1933년 
상하이에서 출생，지금까지 상하이에서 살고 있는 
상하이 토박이로 성 베드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 
작했다. 1953년 상하이 푸 단 대 학 ᄎ 學 ) 역사학 
고*  졸업하고, 1957년 자위밍(賈玉鐵 목사가 설 

립한 상하이 영수« ©신학원 신학고*  졸업했다. 

신학교시절 그는 중국 복음주의계열의 탁월한 신 

학자인 자위밍 목사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즐업 
후 상하이 중화기독교회에서 사역하였으며, 1958 

년 반우파 투쟁 때 상하이의 한 공장에서 일하면 
서 문화혁명 말기까지 암울한 시절을 보냈다.

1984년 그는 다시 교회로 복귀되었으며, 1986년 

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1992년 미국 워싱턴에 있 
는 웨슬리신학교(Wesley Theological Seminary)에 
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5년 11월부터 상하이 화동신학원 원장직을 
맡게 되었고，1994년 9월부터는 중국기독교 신학 

교육위원회 위원장직도 겸하고 있다. 1996년 12월 
에 열린 제6차 중국기독교 전국회의에서 중국기독 

교협회 총무로 선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부인 
인 장시더(올웰患) 여사는 현재 상하이 화동신학원 
에서 도서관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다. 쑤 총무의 
저서로는「성경연구입문」(남경신학교 출판부， 
1991)이 있다.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기능은 정치적인 것, 즉 정부가 그의 

종교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반해, 중국기독교협회 

의 역할은 중국 순수 신앙적인 면에 역점을 두고 삼자교회 

와 신학원 업무를 돕기 위한 기관이다. 위 글의 내용과 수치 

삼자교회 측의 주장임을 참고로 밝혀 둔다. -  편집자 주

석은혜/본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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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국선교는 

전문인 사역으로

건화기금회 국제 총재 

피 터 앤 더 슨(Peter Anderson)

받은바은사대로 

중국인 섬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다양한 은사와 소명 

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 
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 
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 
지 않으며, 우리 중 누구 
도모든 소명을혼자서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는 중국과 중국인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많은 중국인들을 일으켜 그들 자신의 나 
라와 해외에 있는 다른 •미전도종족들을 향하여 보 

내실 때 우리도 기쁨으로 그들과 동역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국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20여년간 중국인을 섬 

기고 있는 건화기금회 
(建華* 숲會)의 국제 총 
재 피터 앤더슨(Peter 

Anderson, 52세廣 

을 때 그는 전문인 사역 
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다.

‘21세기 중국선교，우 

리의 과제” 라는 주제로 

개최한 ‘중국선교 세미 
나’ (중국어문선교회 외 

3단체 공통 주최，5월 31 일)의 강사로 방한한 피터 

앤더슨은 원래 영국인이지만 아버지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사역한 덕분(?)에 짐바브웨에서 출생 
했고, 1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1976년 중국어 연수를 위해 먼저 타이완(슴*)으로 
갔다가, 1982년부터는 홍콩에 거주하면서 중국 대 

륙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비영리 사회봉사 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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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friends of China)의 창설자였던 그가 1991 년 

건화기금회로 이직, 8년째 이 기금회에서 사역하 

고 있다.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건화기금회는 어떤 
기구인가?

건화기금회는 1981년 홍콩의 상인과 학술계 인 
사들이 창립한 비영리자선기구{NGO)로 정부에 정 

식 등록된 단체이다. 본부는 홍콩에 있으며, 중국 
대륙에도 텐진(天津), 신장(新IS), 칭하이(靑海) 등 

세 곳에 사무실이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총 16명이다. 이 기금회의 주요 사역은 전문인을 

초빙하여 중국의 필요한 기구에 추천하는 일과 중 
국의 빈곤지역을 개발하고, 각종 봉사가 필요한 곳 
을 방문하여 중국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인을 섬 
겨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21세기 중국선교는 

사역 접근방법이 더욱 다양해져야 합니다. 다양한 
사역들은 서로 존중되어야 하며 서로 긴밀한 협력 
을 하되 혼합시키지는 않은 채 지혜롭게 일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역을 혼합하게 되면 오히려 사역 

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각각 
가진 바 은사를 활용하여 은사대로 중국선교의 중 
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화기금회는 이렇게 일한다

“어떤 사람을 크리스천 전문인이라고 부르느냐는 

질문을 받게되면, 저는 직업에 대한 분명한 직업의 
식과 복음증거자라는 소명의식, 그리고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크리스천으로서 타문화권에서 사역하 
는 ̂ 람 을  일컫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좋아합 

니다. 저는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은 비성경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문인 사역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설명 
하면서, 18개국에서 온 120여 명의 건화기금회 회 

원들이 현재 중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역들을 소개했다.

첫째, 대학 교수, 영어 교사 등 교육자로 일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1,000개가 넘는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들이 있다. 중국의 많은 대학들이 영어교수를 
원하고 있는데, 이 기금회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주 
로 영어 교수로 일하고 있다. 중국의 지역에 따라 

일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교사 
로 일할 기회들도 많이 있어 이런 분야의 교수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둘째, 유학생으로 보내거나, 언어연수 프로그램 

을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장기사역을 하려고 생각古fe  사람이라 
면 누구나 1 년이나 2년 정도 언어공부를 해야 한 
다. 이 기금회의 회원 중 200여 명은 학생으로 언 
어를 공부하고 있다. 또한 그들 건화기금회에서는 

텐진에 중국어를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 
고 있으며, 중국어 외에도 티베트어, 몽고어, 위그 
르어, 카작어 등의 프로그램들도 가지고 있다.

셋째, 의료활동을하고 있다.

1981 년에 건화기금회가 세워진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이 기금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의료전문가 
들로 구성된 팀을 중국에 보내어 단기 세미나들과 
진료사역을 해왔다. 현재 의료팀에서 장기로 사역 

하고 있는 의사는 3명인데, 최근에 칭하이(靑海)에 

서 의료팀과 치과진료팀을 개발하고 있고, 텐진에 
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 

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난 
(雲南)성에서 68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고아원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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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갖춘 재활센터를 개원하였다.

넷째，구제 및 지역개발 사역을 하고 있다.

이 기금회는 구제사역의 일환으로 1996년 허베 

이(河北)성에 수재로 인한 이재민들을 도왔고，지난 

해 같은 성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자들과 칭하이성 

의 폭설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도왔다.그리고 지 

역 개발사역으로 신장지역과 칭하이성에 소학교를 

건설해 주었다. 또한 이들은 의료기구와 교과서, 

학생들의 학용품, 농작물 종자，컴퓨터 등을 보급 

하고 있다.

다섯째, 소규모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 기금회의 작년에 중국 북동부에서 연달아 발 

생한 홍수사건 이후에 소규모 신용대출을 하고 있 

다. 싼 이자로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농사를 

지어 갚도록 하고있다.

전문인 사역 더욱 활성화되어야

피터 앤더슨은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에서 전문인 

사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는 지역 교회들과 교단들이 열심을 다하여 중 

국에 전문인들을 보내어 구제와 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의료와 사회봉사에 힘쓰게 하거나 그런 기관 

들을 지원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전문인 선교 

사나 전문인 단체는 전통적인 선교에 헌신한 선교

人F나 선교기관들에 비교해서 조 

금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과 똑같이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 

습니다.” - 

중국을 상대로 히는 기독교 계 

통의 전문인 단체는 건화기금회 

외에도 영국의 눈 물기금 (Tear 

Fund)과 홍콩의 세달기금(Cedar 

Fund) 그리고 선명회，FOC 등 6 〜 

7개의 다양한 복음주의적인 단체 

들이 있다. 이 단체들은 직접적으 

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이들 

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 

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것으로 확 

신한다고 피터 앤더슨은 말했다. 

현재 건화기금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전문인은 한 명도 없으며，만약 한국인 

전문인이 지원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받아 줄 용 

의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단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신원이 

확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전문인 사역 

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컴퓨터，관리，농업 등의 사 

역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중국 내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길 원하며, 같은 □ᅡ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진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기 원합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서양인이 0 [니라 푸근한 이웃 

집 아저씨 같은 피터 앤더슨. 그러나 그의 가슴 깊 

은 곳에는 작년에 그의 동역자였던 사랑하는 아내 

를 47세의 나이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던 아 

품이 있다. 그는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 

이기에，아내에게 못 다한 Af랑까지 다 쏟아 전문 

인 단체의 국제 총재로 중국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계속 주력하고 있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12 중국을주께로 1999/7*8



묵상의 샘

하나님을 기 다리는 사람
V.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 

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사30:18)

이 말씀에서 보면，‘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를 알고자 하여 그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 
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 130:6)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한 시 
간씩 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내서 기다렸습니다. ■주님 , 저에게이다리라고 하시니 말 
씀에 순종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어느 날 ,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어 기다리고 있을 때 , 그fe .누군가 방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방 안이 감미로운 기운과 첨안함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습 
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인자한 손길이 어깨에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빵에는 쉴 

새 없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그는 알았 

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어라 표현하기 힘든 거룩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고, 겸손과 온유한 표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평강이 그에게 넘쳐 

났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동감 넘치는 삶 ，소망 
이 충만한 삶 ,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6] 너그러워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그의 삶은 늘 f  솟는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텔 29:13)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홍성건 저, 예수전도단)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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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13회  현 주 소

중국의 예루살렘’ 
원 저 우  ( 翻 i )  교회

싱푸정 (邪福增)

저장성 기독교인의 반 수 이상이 원저우에 집중되어 있다 
(사진은 원저우의 어느 가정교회의 모습).

1997년 9월 발행된 애덕기금회 소식지(Amity 

News Service) 기사에 따르면，현재 중국의 기 

독교인은 약 980~1，400만 가량 된다고 한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허난성(河南 

省)으로，약 200만 명 정도이고, 다음은 저장 

성(浙江省)으로 약 126만 명 이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저장성 기독교인의 반 수 이상이 원저 

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우 

리는 몇 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저장성을 돌아 

볼 기회가 있었다. 특별히 우리는 ‘중국의 예 
루살램’ 으로 불리는 원저^ • 방문하여 이곳 
의 기독교 상황을 알아보았다.

I . 현황(現況)

원저우교회의 특징은 교회와 신도，평신도 사 

역자, 그리고 집회가 많고 집회형식이 다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원저우에는 3개 구 
(區), 2개 시(市) 그리고 6개 현(縣)에 약 1천 2 

백 개의 교회당과 6백 여 개나 되는 집회처소 

가 분포되어 있다. 시내에는 모두 2백 개의 교 

회당이 있는데，시 중심에만 12개의 교회당과 

수십 개의 가정집회 처소가 있다. 대체적으로 

중요한 거리마다고정적인 집회 장소가 있다.

평원지구에는 매 향진(鄕鎮)마다 2~3개 교 

회당이 있는데，용자현(永嘉縣)에만 400여 개 

가 있어 원저우시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지 역이다. 이 교회들 대부분이 문화대 혁 명 이 

후，혹은 근년에 신축한 것이라고 한다. 교회 

중에는 매우 세련되고 웅장하며 어마어마한 

건축비용을 들인 것도 있는데，특별히 용자현 

에 신축된 화니오(花泥{努) 교회당은 인민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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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만원(한화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한 

교회이다.

인구 680만의 원저우시에 기독교인은 약 60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며 전국 

에서 가장 많은 수치 이다. 용자현의 신도 수 
는 10만 8천 명으로 원저우에서 가장 많은 곳 

이다(현의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함). 용자 

현 상탕탕(上塘堂)은 지난 성탄절에 3일 간 

애찬식을 진행했는데 매일 저녁 100개의 테 

이블을 차렸다고 한다. 현지 형제의 말에 의 

하면 원저우에는 적지 않은「복음촌」이 있다 

고 한다. 예를 들면 창난현(蒼南縣) 치 엔쿠진 

(錢庫鑛) 호우시에촌(後謝村)은 96% 이상이 

기독교인 가정 이다.

또 롱만구(龍灣區) 푸저우진(蒲州鎮) 샤부 

촌(下卑村)도 2/3가 기독교인인데，롱만구의 

우체국 직원 중 5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이 

외에도 원저우 교회에는 최근 청년 신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청년 신도 수가 전체의 

30-40%!- 차지하므로 각 현(시, 구) 양회 (兩 

會) 소속 하에서 각 구역의 집회는 전문 책임 

자가 청년들을 인도한다.

그러나 중국 전체의 보편적인 목회자 부족 

현상은 원저우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원저우시에서 전임 목회만 하는 

사역자는 백여 명 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서 

도 겨우 34명만이 목사직을 갖고 있다. 전체 

적으로 목사와 교회의 비 례는 1 : 53，신자와 

의 비 례는 1 :17,647로서 부득불 평신도 사역 

자들이 분담하여 목회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원저우교회에는 약 3，500명의 평신도 사역자 

가 있어，각 교회의 의무전도와 당회 주임직 

을 맡고 있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문화대혁명 당시부터 감옥에 있는 목사를 대 
신하여 신자를 인도하고 양육했으며 강단에 

서 설교를 하곤 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헌신한 평신도 사역자

들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들 평 

신도 사역자들은 모두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 

며 기업의 사장이나 회사의 이사도 있다. 

1995년부터 시 양회 에서는 긴급한 지도자 양 

성 수요와 평신도 사역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평신도 사역자 양육센터를 설립하여，장 

기(2년 제) 성경 연수반과 단기(1 개월 혹 40일) 

평신도 사역자 양육반 및 통신교육과정을 개 

설하였다. 매년 약 250명 가량이 교 육 프 로 그 

램에 참여하여 공부하고 있다.

집회형식을 보면，시내의 교회에서는 매주 

한 두 번 내지 세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교구 

나 현에서는3~6차례의 예배를 드린다. 이외 

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각종 집회 

가 열린다. 기도회, 청년성경공부, 노년성경 

공부，한자학습반，단체모임，자매모임 , 성가 
대，주일학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매년 영성 

훈련, 전도집회, 신학생모임，부흥회, 경로모 

임，묵도반과 평신도 시•역자 설교훈련 등이 

있다.

II. ‘중국의예루살렘’ 기초적인연구
우리는 전체 활동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과 

일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 리하면서 ‘중국 

의 예루살렘’ 현상을 이해하려면 아래 두 가 

지 방면을 중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째，원저우시에 기독교가 전파된 역사적 

배경을 보아야 한다. 해방 이전 원저우 기독 

교는 주로 여섯 개의 큰 종파(宗派)로 나뉘어 

져 있었다. 순도공회(循道公會)，내지회(內地 

會)，집희처(聚會處)，안식일회(安息 曰會)，그 
리고 나머지 두 개는 각각 순도공회와 내지회 

에서 갈라져 나와 독립한 자립교파였다.

원저우 교회는 자립운동과 복음주의(기요 

주의:基要主義)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 

고 말할 수 있다. 이미 20세기 초부터 자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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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기초를 세워 자치(自 治)，자양(自養)，자 

전(自傳) 정책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원저우 

교회는，특히 재정 부분에서 집회처 및 자립 

교회가 서방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 

도가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서 

방 교회와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중국 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재정적으로 이미 

자립한 원저우 교회는 그리 큰 어 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50~60년대 수 차례의 정치운동이 발생할 

당시 신자들은 제대로 신앙을 지키기기- 어려 
웠다. 그러나 복음주의의 전통을 이어 받은 

원저우 교회는 대약진(ᄎ躍進)과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도시와 농촌할 것 없이 숱한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 

일예배, 성찬식，교제집회，영성훈련，성경공 
부 둥 모이기에 힘썼다. 이전에 한 집회처에 

서 신앙생활을 했던 평신도 지도자는 “1958 

년도에 일어난 교회 대연합은 우리에게 무  

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고 말했다. 즉 문혁 

(文革) 기간에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 

워진 까닭에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들이 원저 
우 교회 에 그토록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오늘날 중국 
기독교인이 비교적 많은 허난성(河南省)，저 

장성(浙江省)，안후이성(安徽省)，푸젠성(福 

建省), 산등성(山東省)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립운동과 복음주의의 기반이 세워진 지역 

이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원저우의 기독교는 든든한 뿌리를 내 

릴 수 있었던 것이다. 신도들 역시 강한 영적 

생명력과 인내력으로 외부 정치환경의 충격 

과 변화를 피할 수 있었다.

둘째, 또한 원저우의 독특한 사회경제 환경 
은 교회 성장을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원저우는독특한 ‘원 

저우식’ 경제형태로 발전했다. 이후 원저우식 

경제는 세 가지 방면으로 나타났다. 원저우 

사람들은 ‘중국의 유대인’ 으로 불리울 정도 

로 상업에 능통하다. 약 100만 이상의 원저우 

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 

국적으로 탄탄한 민간자본과 광범위한 상품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다. 외지에서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입은 매년 인민폐 약 40억 원 

(元) 정도인데, 이는 해방 후 40년 간 정부에 

서 원저우에 투자한 투자액의 2배에 해당되 

는 액수이다. 특히 기초 자본이 형성되어 있 

던 가내수공업은 원저우의 상공업을 이끄는, 

원저우 경제의 중요한 밑거름이다.

다음은 주식회사의 발전이다. 80년대 중반 

부터 원저우에는 여러 주식합작 기업이 일어 

나기 시작했다. 초기에 자영업자들은 정부 투 

자에 의지하지 않고 서로 합작 투자하였는데， 

이는 자본을 중가시 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 

동력으로 인해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왔다. 아 

울러 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합당하게 주 
식제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보냄으 

로 제도화와 규범화로 발전하도록 하였다. 

1993년 말 원저우시의 주식합작 기업은 3만 

6천 개로 전체 시 (市) 기업수의 80%를 차지하 
였다. 그 중 공업분야의주식합작 기업이 2만 

4천 개，공업 총생산액 이 199억 원으로 전 시 , 

향진기업 공업 총생산액의 85%를 차지하였 

으며，납부한 세금 총액은 8억 8천만 원으로 

전체 시 재정수입의 49%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도시화 경향이다. 80년 

대 들어 원저우 농촌의 공업화에 따라 90년대 

부터 이미 많은 농촌 지역이 도시화 시기에 

들어섰다. 1993년 원저우시에 성립된 진(鎭) 

은 1978년 18개에서 137개로 급속히 발전했 

다. 총인구는 45만으로 전 시 (市) 인구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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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차지한다. 이러한 진들은 각자 자기의 큰 

전문시장(중서 의류，기계부속품) 및 큰 가공 

업 시장을 형성했다.

‘원저우양식’ 의 가장 큰 의의는 경제 방면 

에서 얻은 커다란 성과에 있을 뿐 아니라，또 

한 특수한 국 가 •회 관 계  양식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사실상 최근 원저우의 기초 건설사업 
즉 학교 신축，공항 건설, 항구건설，철도，도 

로 포장 등 모두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순 

수한 민간자본만으로 건설되었다. 시민들의 

거대한 경제적 힘은 사희에서의 지위와 실력 

을 중가시 켰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가 그들 
의 사회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자립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상황하에서 종 

교 역시 사회 발전 과정에서 자연히 확대될 

수 있었다.

또한 원저우시의 기독교인들은 상당한 경 
제력을 갖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원저우 

평원지 역 신도들은 기본적으로 각 가구마다 

가내공업을 운영하면서 한두 명 이상의 판매 

원을 두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신도들 중에는 많은 상공업자들이 

았다. 그들은 생활수준이 높고 교회봉사도 
열심이며, 교회를 건축할 경우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원저우 교회가 중 

축，신축시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도들 스스 

로 부담한다. 예를 들면 용자현의 화니오당은 
인민폐 400만 원을 들여 건축했는데, 모든 건 

축비를 평균 매 기구당 1만 원씩 신도들이 분 

담해서 냈다. 원저우 교회 자양의 기초는 신 

도들이다. 이들은 사회 에서도 적극적으로 복 

음을 중거한다. 예를 들면 작년 성탄절 때 주 

민들이 전체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할 수 있 

도록 하고, 차안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이 전도행사는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몇몇 기업가 신도들이 거액의 비용을 시내버

원저우 교희들은 최근 청년 신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스 회사에 지불함으로 이루어졌는데，복음 전 

파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교회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가 

난한 사람들을 돕고 학교에 장학금을 수여하 

였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원저우의 기독교 

신도들도 사회적 지위가 올라감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 
워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중거하고 있다.

III. 걸 론

「자본주의 복벽(復路지」및 「무(無) 종교구」

로 여겨왔던 원저우가 도리어 중국 경제 및 
종교 발전의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원저우 

교회의 부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본 

문에서는 다만 역사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입 

장에서 초보적인 관찰과 가설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원저우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및 자립운동의 전통이 비교적 튼튼한 사회기 

초를 가지게 된 원인이 됨을 보았다. 원저우 

교회 신도들이 나타내고 있는 자신감과 역량 

은 그들의 높은 경제적，사회적 지위에서 형 

성된 필연적 결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원저 

우시가 개혁개방 과정에서 실시해 온 ‘원저 
우 양식’ 에는 민간사회 (civil society) 의 출현 

및 종교의 발전 공간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 

길 수 없는 요소가 포함되 어 있다.

출처 y기독교와중국문화연구중심. 제15기 1998.2월, 

〈흥콩건도신학원〉발행 

번역/진석안 • 중국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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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태 병 0 말 라 우 의

중국선교

군도’ 로서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았었으나, 5 

년 전(1994년 10월 1일) 정식 팔라우공화국으 

로 독립하여 지금은 UN에 소속된 어 엿한 독 

립국가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와도 정식수 

교를 맺고 상호우호관계를 갖고 있으며，이곳 

에 있는 우리 교민들 역시 팔라우인에게 인정 

과 신임을 받으며 살고 있다. 팔라우는 '바다 

의 낙원’ 이라 불리울 만큼 깨끗하고 맑은 바 
다 , 태고적 자연의 모습 그대로 보존된 아름 

다운 섬이다. 때문에 관광지로 유명한 나4 이 

기도 다.

팔라우 사회는 모계사회로서 , 여자의 씨족 

을 따라 가족이 형성되며 아직도 원시적인 생 

활을 영위하고 있다. 돼지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그들은 대체로 뚱뚱한 편이다. 나무열매 
와 물고기는 이들에게 좋은 영양섭취원이다.

주년의 宇B 에 순종하여

필자는 중국인 선교에 대한 부담과 소명을 안 

고, 1989년 선교사로 파송받아 필리핀에서 2 

년 동안 1차 훈련을 마치고 난 후，중국선교를 

위한 구체적 준비로서 대만에 가서 언어 공부 

를 했다. 3년 동안 대만 원주민교회 개척 협력

남태정양의 작은성 말라우
팔라우(Palau)는 남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군도에 속한 섬으로，작은 지도상에는 나타나 

있지도 않을 만큼 작은 나라이다. 마이크로네 

시아 군도는 괌(Guam), 싸이판(Saipan), 팔라 

우(Palau)를 포함하여 압(Yap), 축(Chuuk), 폰 

나페 (Pohnnape), 마주로(Majuro) 등 수많은 

작은섬들로구성되어 있다.

팔라우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나라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있을 때，수많 

은 젊은 선조들이 징병，징용으로 또는 정신 

대로 끌려가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남양

이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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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을 하고 있던 즈음, 총회로부터 발탁이 

되어 팔라우 한국인들과 중국인 사역을 위해 
파송되었다. 그래서 1993년 팔라우로 이주, 5 

년 이상 그곳의 영혼들을 섬겼다.

하루종일 구슬 같은 땀을 뻘뻘 홀려야 하는 
적도 열대기후의 팔라우，교육과 문화 둥 여 

러 면에서 열악한환경이지만，주님께서 사랑 

하시는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 모습 속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내가 복 

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큰 화가 있을 것이 

라” 는 말씀과,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고 

자 하는 심정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자 한 

다.

말라우의 한인사역
팔라우에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60~70명의 

한인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늘은 오손도손 

서로 돕고 이해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 

고 있다. 주로 건설업과 관광업을 하면서 본 

토인들로부터 인정받고 긴밀한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의 얼을 이 작은 도시에서 발휘하고 

있다.

과거 10여 년 동안 필리우의 한인교민 사회 

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다. 그 

러나 두 개로 나뉘 였던 한인교회가 하나되는 

주님의 축복 속에서，모든 교민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지금은 계속하여 부흥하는 교회，화 

합하고 서로 섬 기는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민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그 동안 갈등과 불화합 속에서 많은 훈 

련들을 겪어온 탓인지 성도들은 정금같은 믿 
음의 소유자로 성숙해 가고 있다. 이분들과 

함께 중국인 선교를 시작했을 때，처음 얼마 
동안은 선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이 곧 선교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여 중국 영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인들을 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 

님께 돌린다. 앞으로 우리 한인 교회는 팔라 

우 원주민 사회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주님의 

빛을 빌히는 일들을 전개해 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달라우에서 중국선교가 멀요한 이유
첫째，팔라우에는 대륙으로부터 많은 중국인 

이 들어와 있다. 상업하는 이들，농장을 경 영 

하는 이들, 공장노무자，건설노무자，어선회 

사 어부들，심지어 밤의 여 지 들 까 자 중 국  

인 사역은 매우 광범 위하지만 지 역 이 그리 넓 

지 않아 쉽게 파악하고 돌볼 수 있는 지 역적 

장점이 있다.

둘째，팔라우의 중국인들은 개인비자로 나 

와 상업하는 이들 외엔 대부분 2년 내지 3년 

계약을 맺고 들어온다. 이 기간 동안 일하다 

귀국하고，또 새로운 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 

는 등 유동인구가 많다는 장점 이 있다.

셋째, 고향과 혈육을 떠나 이국땅에 와 있는 

중국인들은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조금만 관 

심을 가져주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 팔라 

우는 중국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 

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고국으로 재파송되 

는 명실상부한 선교 발판지 이다. 중국으로 돌 

아간 이들이 자신들의 가정 복음화를 일으키 

고，심지어는 열정적인 가정교회 지도자로까 

지 배출되는 것에 대해 사역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특별히 필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중국 방문을 통해 결코 우리의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돌아 

^ 다.

현재 해외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 

로하는 중국인 사역이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은 
비록 노무자일지라도 국내에서는 비교적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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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다. 당 간부와 지도 

자급들이 많이 있고, 어떤 지역에는 젊은 엘 

리트층인 유학생들도 많이 있다. 이들을 복음 
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이들이 앞으로 중국을 

변화시킬 주역들이 될 것을 생각하면，해외에 

서의 중국인 사역은 대 중국 복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국인에게 전하며
팔라우에 부임한지 두 달 후인 1994년 1월 첫 

주부터 중국인 예배를 시작하였다. 세 가정(5 

인)으로 출발한 중국인 예배는 급성장을 하여 

연 평균 수 백 명의 결신자를 배출했다. 새로 

이 만나는 중국인만 보면 길에서든 수퍼마켓 

에서든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그들 
과의 사귐을 통해 그들의 굳게 닫혀진 마음을 

연 아내 김숙자 선교사의 공로가 크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는 팔라우의 모든 

중국인들의 안식처로 인정받게 되었다. 입에 

서 입으로 전해져 신자든 불신자든 쉬는 날은 

교회를 찾아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 
운데 그들의 마음은 쉼을 얻었다. 새로 입국 

한 중국인들을 위해 그들이 쉬는 날을 이용，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준비하여 시내관광을 

해주고，교회에서 준비한 특별집회와 식사대 

접，오락 • 게임 둥을 통해 기쁘고 유쾌한 하 

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열악한 직 
장환경 속에서 쉬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그들 

에게 또한 우리는 통역자(영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로 , 상담자로 일하기도 하였다. 심지 

어 부부싸움을 해도 우리를 찾아와 하소연하 
는 그들의 열린 마음에 감사를 하곤 했다. 경 

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철저한 나눔의 삶이 필 

요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약동하고 싹이 터서 

귀한 열매로 자라가는 것을 보았다. 무엇보다 

도 감사한 것은 그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하

나님의 사랑과 복음전파의 부담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중국인 사역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장에서의 성경공부사역

팔라우에는 현재 20여 곳 이상 되는 중국인 

농장이 있다. 이들 농장 가운데 주인들이 허 

탁하는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성경공부를 실 

시한다. 대부분 모든 일을 마친 저녁，어두운 
밤길의 비포장 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농장에 

도착하면 이들은 모두 나와 서로 반갑게 맞아 
준다. 비록 서투른 찬양이지만 큰 소리로 함 

께 찬양하고，성경공부를 한다.

2) 공 ^사 역

팔라우에는 봉제공장이 있는데 이곳에 많은 

중국인 직공들이 있다.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장에 들어가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보통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함께 찬 

양하며 말씀공부를 하기도 하고 신앙상담을 

하기도 한다.

3) 상점사역

팔라우에는 중국인들이 원주민과 자신의 동 

포를 상대로 운영하는 여러 상점들이 있는데, 

잡화점，식당, 건재상도 있다. 대부분 이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상 

담을하며 개인적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안마원，가라오케 등 간업소에 

종사하는 많은 중국여성들도 있다. 이곳을 찾 

아갈 때는 반드시 아내와 동행하여 그들의 애 

로사항을 듣고 복음으로 위로를 한다.

4) 어선회사에서의 전도사역

현재 이곳에는 두 개의 큰 어선회사가 있다. 

이 회사들을 통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 

백 척의 중국 원양어선들이 팔라우에 와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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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했다. 현재도 많은 어선들이 원양어 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배가 부두에 정박해 있을 

때，기회를 찾아 어부들에게 쪽복음을 들고 

가서 이 배，저 배를 건너며 전도한다. 배가 멀 

리 떨어져 있을 경우 로 프 를  타고 이동하면서 

전도하기도 하는데，이런 가운데 한번은 바다 

에 빠진 적도 있다. 대부분 이들은 푸지엔성 

(福建省)에서 온 중국인들로 불교도들이어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는 주님의 명 

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후원을 받아 전도한 

다.

5) 제자임육사역
이들이 처음 예수를 믿은 후 변화되는 모습은 
여러 양태로 나타나는데 우선 그들의 얼굴이 

근심된 모습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찬양 

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 

고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절차를 따라 세례를 

받게 된다. 세례를 받기 전 이들은 제자훈련 

을 받는데，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서로서로 상대방을 확인 

하며 철저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 훈련 교재 

는 ‘사영리’ 와 ‘복음의 다리’ 동의 전도책자 

와 ‘신생명’ ，‘신생활’ , ‘5확신’ 둥을 사용한 

다. 훈련내용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침，공중기도，찬양인도, 간증 등이며 기 

간은 6개월에서 1년까지이다. 훈련을 받는 이 

는 매기수 10여 명 정도로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훈련생들이 배출되었다.

평신도지도자 과정을 마친 훈련생들은 본 

국에 돌아가서 중국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 

다.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들을 통해 

많은 가정이 복음화 된 것을 확인했다. 이들 
이 현지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믿음이 자 

라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은 제3국지역에서 중국인을섬길 사 
역자를 찾고 계신다. 이 기회로 말미암아 중 

국선교가 다양한 지 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지금은 추수의 마지막 

시기로서，낱알들이 무르익어 조금만 낫을 대 

어도 낱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현상을 선교 

지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 마지막 주님의 부 

르심에 우리 모두 보내는 자와 가는 자로 겸 

손히 응답하기를 바란다.

팔라우를위한 기도제목 
1. 섬기는 교회와 한인, 중국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우I하여
2 을 12월이면 교회건물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예비된 새로운 교회처소를 허릭히시도록.

3. 중국인 사역을 위한 15인승 봉고차가 口 |련 
되도록.

이홍원/남태평양 팔라우 선교사

팔라우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형제자매들과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동안 중국을 거쳐간 형제 자매들과 서신 
으로만 교제하다가，지난 3월 한달 동안 직접 

돌아보면서 그들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을 직접 목격하고 감격하며 돌아올 수 있었 

다. 감사하게도 앞으로 계속 귀국하게 될 중 

국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중국 현지 에 전도사 

역자를 세워놓고 올 수 있었다. 세밀하게 우 

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 

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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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말
1993년 8월 23일, 필자는 중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수 

도 베이징(北京)에 있는 주스커m 市口) 교회당에서 예 

배를 드렸다.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고, 2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예배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눈물을 삼 

켜가며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드린 예배였다. 그 

련데 우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곳곳에 수많은 힐머 

니들과 중년 부인들, 심지어 근엄하게 생긴 아저씨들까지 

도 예배 시종 눈물, 콧물을 훌쩍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 
다. 사회주의 사회의 교회 예배란 그저 정부에 의해 조직 

된 형식적인 예배이자 매우 이지적(理智的)인 예배일 것이 

Sf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필자에게, 중국에서의 첫 

예배는 모든 관점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이후 필 

자는 ‘그 뜨거운 눈물의 근원’ 이 바로 중국 교회의 오늘 

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후 

1998년 8월까지 5년 간에 걸쳐 이 눈물의 현장을 찾아보 

고 이를 한국의 교인들에게 알리는 데 가장 우선 순위를 

두게 되었다.

지난 1993년 8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중국기독교협회 

애덕기금회에 선교동역자{mission coworker)로서 파송된

필자는, 그곳의 지도자들이나 신도들과 나눈 다양한 대화 

와 친교를 통해 새로이 양국 교회가 합력하여 나가야 할 

귀중한 선교적 과제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 
독교의 전래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은 가슴 아픈 역사를 
함께 나누며，나름대로 새로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계7 ᅵ를 발견하는 큰 수확을 얻었다.

복음의 나눔이라는 의미로서 ‘선교’ 가 귀중한 하나님 

의 지상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오만함으로 인해 배 

타적인 단어로 전락해 버렸고，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이것은 굳이 저 유명한 

영화 미션’ 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선교역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선교’ 의 의미를 부정하 
는 것은 0[니다. 다만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뱀 같은 지혜，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역지사지(易地思之I 할 수 있는 

여유와 배려를 가짐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 

게 된 것이다.

중국을 접하기 전에 가졌던 중국에 대한 인상은 단지 

‘세계선교의 황금어장 이라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물론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다. 디만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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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 땅에서 일어났던 하 

나님의 역사(役事雇 부정했던 사실이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다. ‘죽(竹)의 장막 으로 수십 년 간 전세계를 

향해 침묵했던 대륙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당신 

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 백성들이 암 

연히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5년 간 필자의 수업 

은 바로 이 감격을 배우고, 이 감격에 기초하여 주님의 교 

회가 중국 땅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기도<祈11), 그것이 

었다. 적어도 중국 기독교인들이 지난 한 세기 동안 기도 

하며 세워 온 ‘중국적 교회 만들기’ 는 성서적으로나 신앙 
전통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나아가 21세기 세계 교회 

가 걸어 갈 길을 미리 앞서 걸어간 선구적인 면모도 갖추 

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를 간단히 소개 
하여 양국 교회의 친교와 나눔 면에서 선교적 협력의 증 

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한 나라의 교회가 전적으로 폐쇄 당하는 등의 경험은 전 

세계 역사상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문화대혁 

명 10년 기간 동안 모든 종교시설이 폐쇄되었으며, 어떤 

형태의 공개적인 종교활동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정치적 환 

경을 강요당하였다. 그 때의 경험을 회고하며, 현재 중국 
기독교협회장인 한원자오(飲 藻 ) 박사는 부끄러이 고백 

했다. “우리들은 중국에서 더이상 유형(有形) 교회는 존재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만일 가능하다면 형태가 

없는 무형(無形)의 교회로 살아남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압살되어버렸다고 보였던 시기를 

거치며 중국 교회는 더욱 놀라운 부흥과 성장, 그리고 신 

앙적인 성숙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교회를 빼았겼던 경험 
이 있기에 그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 

회를 만들어갔다. 내면적으로는 서양세력의 비호를 받는 

특권단체라는 인상을 불식시키고, 동포들과 함께 겪는 고 

난과 박해를 통해 7 ᅵ독교가 U ᅵ로소 중국 대다수 대중들에

게 ‘자기들의 것’ 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 위에 서 있다. 그들은 교 

회가 대중 위에 군림할 때는 뿌리뽑히게 되며, 대중 속에 

서 그들을 섬길 때는 그들의 마음에 뿌리내릴 수 있음을 

체험케 되었다. 또한 교회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해 적절한 고난을 주심을 절실히 믿 
게 되었다. 앞으로 중국 교회는 이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자기정화와회개를끊임없이 수행해 갈 것이다.

중국 교4|는 분 평 令  극 복 하 고  

72회 시 7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해외의 모임에서 가장 자랑하는 요 

소 중의 하나는 바로 그들0!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오늘 

날까지 세계 교회의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교파 0 ᅵ후시 

대’ 의 길을 미리 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 교회의 미래를 

위해 중국 교회가 헌신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것 이 己 점  

이다. 실제로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세계 교회에 일었던 

선교운동은 중국 땅에 유례없01 큰 규모의 물량과 인적자 
원을 투여하게 하였지만, 이들 선교운동은 엄청난 조ᅡ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경쟁적인 교 

파주의에 염증을 느꼈으며, 교파의 분열이 곧 중국의 분 
열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선교 

초기인 1920년대부터 선각적인 중국인 신도들 사이에서 

는 ‘교파일치운동’ 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정치 
적인 힘을 갖고 추진되어 '하나된 교회’ 라는 열매를 이룬 

것이 바로 '삼자애국운동’ 이다.

오늘날 중국 교회가 갖는 가장 큰 근심 중의 하나는, 어 

지러운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쳐 어렵게 이룬 이 °ᅡ나된 
교회’ 가 전세계 교회의 교과적 선교운동 앞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선교’ 가 교 
파의 이식이나 확장, 혹은 특정국가의 교회를 확장하는 

의미라면 단호히 거부하겠입장을피력하고  있다.

중국 교회의 어떤 지도자나 신도를 붙잡고, 현재 중국 교

내가 본 중국 교회는?

중국  12회 는 1박*H와  고 난  속식|서 

xh l 정 체 성 과  느!상고 |백令

중국  교 회 는  평人 

세 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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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는 것”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하다. 지금도 
중국 교회는 1,300만 7 ᅵ독교인에 성직자 수는 고작 1,500 

명 남짓하다. 목회자의 수급을 위해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목회자 양산을 위해 서두르 

지 않으며, 외국 교회의 재원과 인적 자원에 섣불리 의존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목회자 부족현상을 

‘평신도 지도자들의 활성화’ £f는 과제로 돌파하려는 전 

략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어느 지역에 있든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라.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토록 활발하고 열 

정적인 '평신도 성경공부반’ 의 진행을 볼 수 있을까? 길 

게는 6개월, 짧게는 1 달 남짓, 고I나리봇짐을 싸 짊어지고 

와서 인근의 성경공부반에 모여 밤낮으로 성경공부와 목 

양훈련을 쌓는다. 반면 남아있는 교인들과 가족들은 그들 
의 미래 지도자를 위해 교회에 모여 기도하며, 성경공부 

반에 2병된 지도자와 그 가족의 생계도 책임을 진다. 그 

러나 이들이 교회로 돌아가면 노동과 교회의 목양을 겸하 

여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목회자로 변모하는 이 
도 생겨 나겠지만, 중국 교회의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들 

의 눈물어린 헌신의 전통만은 앞으로 모든 지역의 교회들 
에게도 훌륭한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평신도 주체의 교회’ 가 되리라는 것은 

전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이제 

훌륭한 평신도들이 이끌어 갈 중국 교회의 21세기가 기대 

된다.

1980년 중반 이후 중국 교회는 이미, •삼자’ (H 自)에서 벗 

어나 ‘삼호’ (드好)로 나아가자는 중지를 모은 바 있고 지 
금도 열심히 이를 실천 중이다. 즉 자치(自 治), 자잉<自 «), 

자전(自傳)하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달성되었으니 , 이제는 

보다 더 훌륭한 치리와 재정운영을 하며, 복음전파에 더 

욱 매진하는 교회로 성숙해가자는 뜻이다. 이들은 이러한 

과제를 놓고 전국이 거의 일사불란한 의회제도를 갖고 조

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먼 거리로 

인해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 실제로 전국기독교협회는 5 

년마다 한 번씩 300명 가량 되는 대의원들이 모이는데, 

일 주일 간에 걸쳐 집중적인 토론을 벌인다. 소위 ‘문서로 

대체하기로 동의’ 등은 없으며, 일일이 모든 보고서를 읽 

고 검토한다. 하지만 10개에 달하는 위원회(대표적으로 

성서출판, 찬송가편찬, 신학교육, 농촌사역, 소수민족사 

역, 여성사역 등이 있다.)와 중앙지도조직은 각 성(省)기독 
교협회 01하 시(市), 현(縣)급 71독교협회 그리고 개체 교회 

들이 신앙적 성숙과 자립교회 형성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방문을 감행하고 지침 등을 
내려 보내기도 한다. 또 아래로부터의 보고서를 접하면서 

새로운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지 
역의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그들이 현재 전체 중국 교회 

가 채택하고 있는 선교전략에 기초하여 교회를 어떻게 성 

숙시키고,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정기구 

개편이나 인사이동 문제 외에는 그다지 함께 논의할 것이 

없는 우리네 소위 ‘성장한 교회들’ 의 회의제도에 비해 이 

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지 않는가?

맺는 말
선교는말뜻그대로라면 '베푸는것’ 이다.그런데 선교 
의 대상인 중국 교회에게 오히려 그들의 우수한 전통과 

아름다운 노력을 배워왔으니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닐 

까?

한국 교회가 중국대륙 복음화를 위해 좋은 도구로 씌여 

지게 되기를 U 타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무 

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것은 조국의 복음화를 자신들의 필 

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국 교회가 

있음01며, 그들의 선교전략01 피눈물나는 기도와 토론 속 

에 세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선교적 열 
정보다 더 철저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들01 약함 속에서도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교회 전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맛내는 소금’ 같은 것이리라. 어찌 우리 성장한 교회에 

서 배우기를 아다 할 것인가?

ᅳ 김 종 구 / 목 사 . 1■중국교회 J 편집인

증 국 12 회 는  *11•계적 AJ 12 会I

성  숙 令 $1쇄  법 T2 4|적 슨 5 

口 적  토 S스I 교 호|6|r| _I

24 중국을주께로 1999/7*8



H꾹

\ m v z  v*  다. 

당기*i i 에 c ^ f  Hu! ̂ l e I c{z  V계  t r e W^th) 
n ^ V l KiZ  V t * ^ z ,  얏목i  ^ 나준다t  7i ^  i  m \^

„ ，,.. 서:,v .、 ............■... „-■•：； -..v̂  ^  _ • .-

AU  ^ r M  기 r 이  *1표  ̂ H z ^ m  ̂ u o - m i
in \  ̂ vm p \ \» \ nn^i 중 i 나1 1 %  다.

h ^ h  vs\ ^ m .

^ i z ^ l  >-m ^\  ^ i«  4 1  ^ H Z 0- ^

vik ^  후 号파 Hr\ KiZ n ^

凝

惠 ^ S /  f  균 H ? t i믿 n 여행 알고 띠:나자

26 효고ᅡ적인 중국단기선교의 기름활/  피터 김

여s ᄀ )|렇 게 준 비 하 라  /  석는에

털 處 y . 也 窗 義 -o ru r ^ , „

::二 - - 3Q 중국단기선교, 이런 점을 주목하e卜/ 01모 세 기  즈

44 성공养탈친선;후 실 된 인 .入 비 刚 서  벗어느태 ̂  한윤숙 
48 우리의 Ml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소성호 - 이원필 

52 비전을 발견하게 한 중국단기선교 여행 /  김은진

54 탈북동포, 방문할 매 이런 점을 주의하자 /  편집부

55 단거선교를 망치는 12가지 사항 /  편집부

56 중국 단기선H 여행, 어디흐 갈 것언가? /  연구부
•수 * 一 , ■ '려 아  수  ‘ ᅮ ~，* 사  一  ■'쎄  一  - *

離 량  
窺 建

货自■되

：；

Jl
m
II
y
/
ol
H
Ji
l

B
VJ
lri
n
o
pox
s

 S
L
K
q



중국닫기선교으I 지름질
피터 김

중 ^氣 스  

續

지금 중국은
타 문화권 선교를 바라볼 때 우리에겐 두 가 

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기본적으 

로 선교는 ‘영적전쟁’ 이라는 것，둘째는 ‘문 

화적응’ 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잘 극복 
해 나갈 때 바로 선교의 열매로 연결된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선교적 관점에서 

이중성을 가진 나라이다. 자국민에 의한 복음 

활동, 즉 삼자원칙〈자치(自 治 )，자양 ( 自 養 )， 

자전(自傳)〉하에서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물론 삼자교회에 속하지 않은 가정 
교회 형태의 교회에도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가지 주 

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의 선교활동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일이며，§  

정치체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중국은 선교 제합ᅭ지염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_만 세계 어느ᅬ•라보다도자생적끼독2  

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단순히 
선교 제한 지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서 공적으로 대표하는 

교회가 있으면서도，정부와는 관계없이자치

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장시켜 가려는 가 

정교회가 엄 연히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우리의 단기선교는，어 
느 쪽의 교회와 연관을 맺고 가느냐에 따라 

대웅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 

국은 외국인의 선교목적 방문이나 중국 교회 

를 도우러 온다는 목적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 

이다. 그러나 선교적 관점에서 중국 교회는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의 발전된 교회와 신학 
A}상，또한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관(官) 

주도하의 삼자교회는 신학의 순수성에 있어 

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가정교회 역시 교회 지도자 

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어서，신학의 보편 

적 통일성관.신앙의 체 계화를 검증받아야 할 ■ 

과제를안고았다.

더군다나 중국은 정치，경 제, 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매우 급변하고 있다. 때문에 

가치관의 혼동과 경제 성장과 문화의 무분별 

한 유입 에서 오는 반대급부가 갈수록 커 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중국의 일반적 사회상황 

은 관시(關係)문화였는데，지긁은 오히；̂



이면 만사 오케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잡 
아 가고 있다. 소득이 중대되면서 점점 복음 

에 대한 관심도가 멀어져 가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10년 정도가 중국복음 

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홍콩 

과 선전(深圳)，광저우(廣州),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한 남쪽 해안선 지 역은 이미 물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영적 존재에 대해 무관 

심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기선교는 거특한 방 람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 

가기 직전，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무 
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 

성을 돌면서 거룩한 땅 밟기를 했었다. 단기 
선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나 그 종족의 

땅을 밟고 다니 면서，그 땅에 자리잡고 그 땅 

의 영혼을 괴롭히며 복음을 방해하는 어두운 

영들을 대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행이 되 

어야 할 것이다. 비전트립(Vision trip)의 형태 

로 중국 땅을 밟을 계획이라면 가능한 한 기 

차나 버스를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다니면
____________  .

서 연결된 지역교회와 협 력하여 믿음으로 기 

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지 역과 종족에 대한 기도 정보를 미 리 준 

비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 

의 영들과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고，지역 교 

회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의할 것은 노방전도는 금물이다. 

또한 공개적인 기도집회 보다는 골방기도를 

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조별(소

교회 기도 일꾼들과 연합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 복음화의 계획을 서로 나누며 장 • 단기 

복음화 계획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세우게 

되면，돌아와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효 

과적인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탐 영역의 8가지

1)일반적 개요정보들: 인구, 정치, 경관 및 환경, 

언어, 종족수등

2) 경제 분야정보들: 직업, 소득원, 생산물, 특산품, 

천연자원 등
3) 생활 환경 및 조건들: 식생활 습관, 의복, 주거 

환경, 식수, 연료,교통수단등

4) 사회구조 및 전통문화: 지역 전통 축제, 가족제 

도와 예절, 오락, 조경사, 관습, 자아상 등

5) 어린이 청 • 장년 교육분야: 유치원,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대학, 연구소 등

6) 종교분0 ᅣ: 제 1,2 종교, 토속신앙, 종교성과 종교 

의식 등

7) 기독교 상황: 기독교 전파정도, 역사, 교회에 대 

한 주민의 인식 및 관계성

8) 선교를 위한 접근 방법들: 외국인에 대한 태도, 

현지인의 필요는 무엇인가?

위의 영역들은 일반 자료에서도 얻을 수 있 
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직접 확인해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 

다 .

그룹)로 행동하고쌍은 사람이 함께 몰려發서 루어진다. 지금코소보 사태는 공중전이 계속

는 것은 비능률적임' ^ 7 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거 찌  ^ • ，는 긴도사역과 리서치사역 공중전만으로는 지 역을 점 령할 수 없다고 한

s  g i  % 지 정븐 순 향 두 가 지 에  초점을 맞추는 것 다. 그렇다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데，영
*  ᅭ ■■아바람러하다. 기도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 적전쟁에 있어서 지상군투입은바로그  땅을

한  점.은 향 L사역^ L돈울윷 _발안서 환지, 밟고 기유하코 복음을 전하는.현장.중심의 사
* * *1 ' 一' 广 广 "V j  ̂ • » ■

단기 선교는 영적전정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지상전과 공중전으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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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중국 땅에는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들고 온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지원병 역할을 할 사람들은 바로 

단기선교팀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팀들이 

현지의 상황을'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준비와 기도가 요구된다.

첫째, 선교지 이해와 주의사항을 반복 숙달 

해야^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전쟁이 우리의 무지 

와 준비 부족으로 낭패를 봐서는 안 될 것이 

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을 명심하고 우리 

의 신분과 현지 사역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 
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호칭과 전 

화나 통신수단을 시용할 때의 용어를 주의해 

서 사용해야 한다. 노방전도는 절대금물이다. 

현지인들에게 어울리는 검소한 옷차림과 외 

모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영적전쟁의 자세는 섬김과 겸손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전쟁이 세속적 전쟁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 

신다. 영적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 ᅵ 섬김과 겸손의 덕목을 가져야 한다. 선교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중국인들은 ̂ 존 심 이  강^  

민족이며 자기 핏줄에'대한 애착심이 강하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많 

고 사귀는데 ᅵ시간이 -많이 걸린다. 문화의'ᅵ차 
이를 느낄 때마다 배우는 자세로 들어가야 한 

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주홍색을 매우 좋 
아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 

나는 중국 땅 자체가 붉은 황토색, 즉 주홍색
' 기 t  ¥ * I■，■■불 _ | 0 —.■、버̂--. ■ ---« _

4 . _ _ J i  ~ . . . .

' ■ ᅵ  ------- '• 써 연 며 1̂ 야 ^ 1•형^ 향 율 현 ^

이기 때문이다. 주홍색 땅에서 그 색을 보며 

자라난 사람들이 중국인이다. 집집마다 대문 

기둥들이 주홍색으로 칠해져 있음을 보게 된 
다. 그러나 백의 민족의 전통 속에서 자란 한 

국 사람들은 주홍색에 대해 거부a •을 갖고 있 
다. 그렇다고 해서 주홍색을 좋아하는 중국인 

을 쉽게 비판하거나 거부감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셋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동 

행하는 법을 배워서 가라.

영적전쟁을 위해서는 당신이 선교현장을 

밟는 동안 매일 기도로 지원할 적어도 10명 
이상의 중보기도자를 세워놓고 가야 한다. 중 

보기도자들에게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주고 

떠나야 한다. 선교현장은 사탄의 공격과 방해 

가 심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매일 아침 묵상의 시간을 통해 그날 주시는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밀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여 사역의 발걸 
음을 내디뎌야 한다. 특히 선교지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소한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하여(섭 
섭케 하는 미혹의 영) 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자주■보게 된다. 그때마다 자신의 연약 

함을 먼저 희개하고，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영적전 

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영적전쟁 가운데 외 

부의 적도 조심해야 하지만 내부의 적인 분열 

. 크 _비봤위-:-상한감정을 주의하장대처해 모 !• 

야  한다.

2H 단기 사역이 중요한가
우리가 짧은 기간에 어 떤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혼자 할 수 없는 사^ ^  

구체적으로 협 력하는 돕는 자로^ ^ g ：기사

m



역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 

면 단기 의료사역은 현지 사역자와 현지인들 

의 접촉점을 이루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대 

부분의 사역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구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 특정한 지역 

에서 5~6년 동안 의료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 

는데 복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이 . 미용 봉사사역，기술전수，교회 안 

에서의 찬양사역，어린이 사역, 사회복지 사 

업 둥，단기간 동안에 보여주고 가르쳐 주면 

서 현지 사역자로.하여금 이 사역에 동역자를 

구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단기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참여자로 하여금 선교지 이해를 돕 
고，장기 선교 비전을 갖는 동기가 되기 때문 

이다. 대다수의 장기사역자들이 과거 단기선 

교에 참여했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다. 지금 
중국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지만，여러 방면에 

서 교회의 신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과 

제를 안고 있다. 그러기에 보다 많은 전문성 

을 가진 사역자들이 헌신하여 중국 교회와 함 

께 일해 나갈 때 세계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 

을정이다.

둘째，선교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교 

회로 하여금 선교의 눈을 뜨게 한다.

교희의 사명은 모든 지 역과 민족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제자를 세우는 일이 
다. 그러나 교회가 자칫하면 복음을 받은 빚 

진 자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현실에r안주하면 

서, 성도 ]̂:의 교제의 즐거움에만 도취되어 살 

아가기 쉽다. 그러다가 긴蓄素^

돌아보면서 is •제 버 야 ^음 에  빚진■차의-서̂  

鋒  새 ?게  하는 경우를•보게 된다- 한화 咖  

만 원 정二도면 200여 명 정도 예배드릴 수 있는 

.큰 7}의 농총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가난한 중 

국 농촌 지 역에는 성；E 는달로 '들허가:!! 있지

만，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남의 살림집 마 

당에서 수백 명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있다. 우 

리가 조금만 물질을 아껴 그들과 협 력하면 그 

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받는 것이고， 

그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 

다. •

셋째，장기 사역자의 진정 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장기 사역자들은 여러 가지 정 

신적，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선교사라는 
신분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공개적인 후원 

요청조차도 어 렵고，자녀교육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얻기란 쉽 

지 않다. 장기 체류 비자^■제도 해결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언제 추방당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선교사들을 짓누른다. 현 

장에 직접 가서 장기 사역자들의 현실을 사실 
대로 보고 ̂ 고  느끼고 돌아온 그리스도인들 

만이 진정한 이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교회 목회자，장로들이 
선교지를 자주 보곤 경 청해야 앞으로 한국 교 

회의 소망이 있다고본다.

맺는 말
요나의 선교적 불순종이 요나의 주변 사람들 

에게까지 큰 손해를 끼치게 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 의 선교적 불순종이 한국 민족 전체 에 어 

려움을 주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하 예루살 
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들에계 나가 

지 않았을 때，예루살렘 지역에 큰 핍박이 나 
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이방지 역 

으로 가게 되었고 가서 , 교희를 세우고 복음 

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선교 

의 발걸음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에게는 

IMF라는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다.

피터 김 /  흥콩제일교회 담임목사 . GWM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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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기선교 여행， 

이렇게 준비하라
석 은혜

선교의 디 a s  아니면 걸럼돌?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단기선교여행’ 이 한국교회와3 . 얻곤；단회 ..... 

에서 붐을 이루면서, 점차 그 ¥ 리를 내리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 위기로 단기선교여행이 
주춤하는것 같더니, 올 여름에 다사■많은ᅳ교 
희와 선교단체들이 세계 각국으로 1단기선교 
여행’ 을 떠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

있고 ' 그 인환 

_으̂  단기 이교- 

여행을 추진하 

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라할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사역자는 “저는 우리 
가 사역하고 지역에 단기선교여행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하려:̂ 걸림후! '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 한  사^  

는 자신도 모르는 단기선교여행팀 때문에 중 
국 공안의 주목을 받아 사역 에 어 려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팀원들은 거리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전도지를 돌리고, 여행을 마치 
고 돌아와서는 성도들에게 선교사역을 A4호

. 코..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키워 낙가고 적으로 잘 하고 왔다고 보고했을 켜

: ____________1 7  I ^   ̂ o  ®
q a  B  '  '：v：

誠 ™ 이 “  뼈  . .



러나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모한 행동을 했던 그들로 인해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장기사역자는 사역하는데 어 

려움을 겪어야 했다.

단기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선교지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막무가내로 열정 하나만 가 
지고 간다면 비싼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 현지 

사역자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돌아오는 꼴이 

된다. 단기 선교여행은 요즘 대학생，젊은이 

들 사이에 유행되고 있는 배낭여행과 같은 단 

순한 여행이 아니라，‘작은 선교’ 이며 ‘영적 

인 싸움’ 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사 

역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영적으로 철저 

히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현지 상황에 대한 이 

해와 여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별히 금년은 중국공산당 창립 (1949. 10.

1) 50주년과 6 • 4 천안문 사태(1989) 10주년，

5 • 4 중슥 학생운동(1919) 80주년을 맞이해 

사회적으로 매우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 

교여행시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 단기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 

해서는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더나는 5!보다 더 중요한 준비
1. 여행의 목적과 목표 정하기
단기선교여행 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 여 
행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마치 좋 

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닦아야 하 
는 것과■같다고할수 있다. 아여행이 비전 트 : - 

립인지，정탐 여 행 인 占 닝 |냉 웨 인  想 1 

-선 교 ^^인 费  풍명한 목적과^ : 표를; 정

# 야 한다. 이 때 주의_할_것은 이루지 못할 너 
무 큰 특a 를 세우지 말라. 거리에서의 찬양 
姻 이 나  노방전도는 삼가해야 된다.. 여행의 
목적과 무엇6符예'하라직행기좌 '

준비사항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으 

로 여행기간은 방학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인 

경우는 2주 정도, 목회자나 직장인들인 경우 

는 1주정도로정할 수 있다.

2. 팀 구성과 정기적 인 준비 모임
이 단기선교 여행 에 참여할 팀을 구성해야 한 

다. 가능하면 팀원은 다수보다는 소수(10 명 

내외)로 정예화해서 가는 것이 좋다. 팀원이 

확정되면 적어도 두세 달 정도 정기적으로 모 

여 기도하면서 여행 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여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 

준비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준비 모임 시간에 가려고 하는 지 역에 대 

한 연구，기본적인 언어 준비，육체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여행 계획 둥을 세운다. 가능하 

면 떠나기 전에 몇 일 동안 합숙 훈련을 하여 

팀원들간에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팀원이 확정되면 여권, 비자，비행 

기표 수속을 해야 한다.

' -----_ . . '

3. 여행지 결정과 지 역연구여행
목적과 기간에 맞는 여행지를 결정하고 그 지 
역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연구해야 한 
다. 그 이유는 여행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문화충격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 
고，그 지 역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여 영적 전 
쟁을 위한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  있기 때 
문이다.

지역責 연구 할 때 그 지역의 생활풍습，.날 
씨 , 언어，횐율,. 전압，차량，그 지 역 전화 번 

여행시 주의사항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지 
역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 위해 그 지역 사람 
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어둠의 세력이 어 
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파악하여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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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선교사와의 연락및 협력

가능하면 중국선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방문하려고 하는 지역의 사역자와 미리 연결 
하여 그들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중국은 땅 
이 너무 넓고，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역 
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선교 
사와 미리 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지역상황을 
듬고 도움을 구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여행 
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선교 
사와 전화할 때, 호칭 사용 등 보안 문제에 각 
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전화 
가 도청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여행일정 잡기

여행일정을 잡는 방법은 여행 전에 미리 자세 
히 일정을 잡는 방법과 현지에서 그때 그때마 
다 기도하며 잡는 방법，그리고 두 가지를 병 
행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여행 목적에 맞도록 
일정을 미 리 잡아가는 것이 좋다. 이 때 유의 
할 것은 여행일정을 계획할 때 좀 융통성 있 
게 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교 
통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고，현지 상황에 따 

라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 이동할 때 미리 기차표를 구해 놓지 

않으면 계획한 대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여행 팀의 조직화

효과적인 단기선교 여행을 위해 팀원들이 모

여 조직을 짜야 한다. 먼저 전체 여행을 인：S  

하고 중요한 밀을 결정할 팀창을 세휘야" ^  

다. 또한 이동하기 에 편리하도록 사람들을 세 

명이나 네 명씩 조를 짜고, 각 조마다 책임자 
를 세운다.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재정 담당 

~•외r 서간관라라，충1소 담당자, 간식 담당자，

그̂ ^ 느 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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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담당자，의약품 관리자 둥을 결정한다. 

또한 기록을 위해 일지 기록자，자료 수집 담 
당자, 사진 촬영기자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외 관계를 위해 선물과 감사 카드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 
고，각자의 은사에 따라 담당하도록 하며 서 
로 세워주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7. 예산 세우기와 재정 모금

여행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할 때 너무 빡빡하 
게 짜지 말라. 중국이 우리 나라에 비해서는 
물가가 싼 편이지만 베이징(北京)，상하이(上 
海) 등 대도시의 물가는 많이 상승되어 있고， 
이동할 때 대중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할 경우 예상밖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행 경비가 
너무 빡빡하면 현지에서 도와주는 유학생이 
나 선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재정을 모금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그 중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편지나 후원요청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 
내 여행을 위한 기도부탁과 필요한 재정을 위 
해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편지 내용에 여 

행지에 대한 소개，여행의 목적과 목표，여행 

에 필요한 경비，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해 설 

명하면 좋다.

8. 기도 후원자 확보

단기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정기 모임을 통 

. 해 팀원듈머ᅳ황심하여，그1리코 개안적으론良 
흔기도를  해*F 한다. 그리고 여행틀 ᅵ떠날 때 

개인적으로 세 명 이상 기도 후원자를 세워 

놓고 가야 한다. 그 기도 후원자!■로 하여금 

자신이 여행하고 돌이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 

도해 주기를부탁하라. 또한 전체 여행팀원들 

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그룹올^ ^  

들아 그들에게 기 도 부 탁 하 :2 ；： 弯  1참 .£

으 ^수  표: '



9. 선물준비하기

중국인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라. 중국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경우，중국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기차 속에서 중국인을 친구로 삼 

고 나서 뭔가 주고 싶은데 준비된 것이 없다 

면 난감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큰 선물을 

주면 부담스러워 한다. 한국의 특산물이나 기 

념될 만한 작은 기념품이면 된다. 예를 들면 
열쇠고리，작은 악세사•리, 한국 풍물이 실린 

그림 엽서나 감사 카드 둥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경우 그들에게 줄 선물이나 

헌금을 준비해야 한다.

10. 여행 짐 꾸리기

짐을 꾸릴 때는 공동 짐과 개인 짐을 구분하 

여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잘 챙겨야 한다. 

공동의 짐인 경우 각 조에게 책임량을 할당하 

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해야한다. 개인 

물품은 여행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 선정하여 

가능하면가볍게 싸라,중국에서는 기차로 이 

동하는 시간이 많고 기차 안에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컵을준비해 가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필름과 건전지는 충분하 

다고 생각되는 양보다 더 많이 준비해라. 어 

떤 지역에서는 이 물품들을 구하기 어려울 수 

도 있다. 비상사태를 대비해 여권과 비자를 

복 사 해 科  ᅭ

11. 팀원들의 하나됨 지키기
선교여행을 아무리 재 미 舊  

더라도 팀 期  m + P l 깨언져 jC 렸다면 이 

脚 행 ^^공 적 이 었 다 고 할  ̂  없다. 단기선교 

여행을ᅣf녀오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 
호  장7T 차역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 하나된흘 지카가

위한 것이다. 팀원들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영 

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여행 중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거나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팀장에게 순종해야 한다. 여행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 팀원들간에 

갈등이 있다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12. 기록에 남기기
단기선교여행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가，돌아 

와서 정리하여 작은 핸드북을 만드는 것이 좋 

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교회나 모임 에서 보 

고하는 시간을 가지라. 보고 경험한 것들과 

선교지 상황，기도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 

려주어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나누어야^ 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행 에 대한 평가， 
재정보고, 선교에 대한 비전，여행을 통해 각 

자가 깨달은 점，배운 점，좌절，전망 둥을 나 

누는 시간을 가져라.

S5S 말
철저히 준비하고 다녀오는 단기선교여행은 

젊은이들에게 선교비전을 갖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인격적，영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안목을 넓혀준다. 따라 

서 그 중요성과 당위성은 과소평가 될 수 없

다. 올 여름에 단기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t  •

계획하고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들;품 아직까 

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청,ᅵ 보완 

하여 효과적 인 단기선교여행 이 되길 바란다.

중국으로 답기선교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 

아" 중국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많은 

중국인들을 만나보고，그곳에서도 여전히 일 
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장기 사역에 

대한 비 전을 품고 돌아오길 기도해 본다.

'：I l i

석은혜현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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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단기선교여0c5 알고 떠나자

재정,
나으ᅵ 필요와 하나님으I 八ᅵ신

강은주

정 사용에 대하여 똑같이 배우기를 원하십니 

다. 지금까지 저와 저의 가정 그리고 가까운 

지체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된 하나님의 분 

명한 재정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공통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른 어떤 일 보다도 선교사역 
에 쓰임 받도록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 
하다면 단기선교로 사역을 하든 장기 사역자 
로 헌신하여 일하든 우리는 재정에 대한 하나 
님의 동일한 다루심 가운데 놓01게..됩선윤. 

재정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중 
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 
시면서 가장ᅵ많온■부분을 이 •재정에'대하여 
말씀하셨고，사단 역시 이 부분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하 
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 
：급.되어지는 재정과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

3 4 . r a  주께로 围 7 .
_________________

첫째는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 
급하심을 구할 때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도록 간구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남편 
과 함께ᅵ 단 기 • ᅵ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 
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 

7.1S 겨#■데 확신하였지만 현실̂ 으̂  

리의 재징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 있었습니다. 적흔 수입의 절반은 월세로 지불 
되어야 했고 나머지에서 십일조와 남편의 교 
통비를 제외하고 나면 쌀과 약간의 부식을 살 
정도의 형편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과에게,層고기

홴 ^ ^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가 있다는 것을 알 

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딸아이의 돌을 기념해 받은 반지들이었습니 

다. 돌상도 차려주지 못한 딸아이 에게는 매우 

미안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주께서 예비하신 
것에 감사하고 반지들을 바꾸어 전체 재정의 

오분의 일 가량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에 주 

님께서 축■사하신 결과 우리는 지방에 있는 한 

친구로부터 뜻하지 않게 나머지 금액을 미화 

로 후원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선교여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더욱 분명히 이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13~ 

21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은 이렇 

게 시작되었습니다. 빈들에 해는 저물고 주님 

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은 배고픔과 피로에 지 

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나아와 

무리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말 #드  
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매우 단호하 

고도 분명하게 ‘갈 것 없다 너 희가먹을것을 

주어라’ 였습니다. 그만한 돈이 어디 있느난느 

는 제자들의 항변 어린 대답에 주님은 1너희 

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막 6:38)’ 

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에 주목하기 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겸손한 미■음으로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취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울 만큼 늘리시는 하나 

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신3 는  뜻입 
니다.

중국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 '1  

우리에게 필요한 재^ 어떻게- 

시작寒> 养 콜 가 편  줍니다. .;1는 중독 

%  향한 하니:년 !^暴 심 에  대한 자신의 믿음 
울  시험화기 위해 한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크것은 기꺼 이 자신이 받아야 할 봉급에 대해 

고용주인 의사 하디 박사에게 이야기하는 것

대신 오직 기도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봉급날이 

수일이 지나도록 하디 박사는 봉급에 대해 아 

무런 암시도 내비치지 않았고 허드슨 테일러 

는 계속 기도로 간구하는 가운데 드디어 그에 

게는 은화 한 개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 허드슨은 자신의 거처가 있는 빈민촌에 전 

도하러 나섰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 

다. 그는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그 

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허드 
슨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그 남자는 가 

능하다면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앞에 펼쳐 진 가련한 광경 때문에 은 

화 한 개를 두고 양심과 싸우고 있었던 허드 

슨은 순간 마음에서 일어났던 극심한 갈등을 
접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는 주님의 음 

성에 순종하여 그의 전 재산인 은화 한 개를 

건네줍니다. 그 후 배는 고팠지만 찬양으로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허드 

슨에게는 필적도 알이•볼 수 없는 소포 하나가 

JH 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아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고 펼쳐보니 놀랍게도 금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후로 허드 
슨이 오직 믿음만으로 그의 사역에 필요한 막 

대한 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첫 출 

발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후원을 구하는.우리의 동치.가 순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선교편지률 

받습니다. 아4 '나가있는 선교사들로부터 받 : 

ᅵ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기 또는 장기로 
이제 떠나려고 한다는 출항 소식을 알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떤 쪽으로든 
우리가 알고 있거나 또는 교제 가운데 있던 

사략■量왔니단. z l 쁘고 반간운.소실s M 도전 
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가운데

l i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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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빠짐없이 재정을 위한 기도의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후원자인 교회 

집사님들의 얘기를 주의해 들어보면 이러한 

서신을 받았을 때 도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은 들면서도 선뜻 후원을 결정하게 되지 않더 

라는 얘기입니다. 후원금;을 얻기 위한 선교편 

지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자들을 

통해 공급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에 대한 

요청은 하나님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후원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와 주님과의 긴밀한 교통이며 그 교제로부 

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기도와 후원으로 나타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 
된 삶을 이끄시는 주님 에 대하여 중거하고 나 

누는 영적 교제가 평소에 이어져야 합니다. 

선교는 후원자들의 돈을 받아 내가 나가서 하 

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과 보내심을 받은 

(행 13:14) 사람들이 ‘삼겹줄’ 로 맺어져서 복 

음을 위해 싸우는 영적 전투입니다. 한  사람 

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 

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는 말씀에서와 같이 후원자들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동역자들이며 서로 깊은 의존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는 이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들에 

대하여 자세히 나눌 필 가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함과 겸손함으로 고백 

할 필 가 •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자 개 
인과 그 가정에 대한.우리의 산.랑관:관심.#: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 

고 함께 기도의 점을：져주는■섬김획■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재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정직 

함의 원칙입니다.

-재 정 을 사 태 도 는  재정의 필요를-채

국을 주께로 lS !99/7-8 a

우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정직함과 관대함 그리고 투명함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정에 대한 정직함에 있어서 첫번째 요소 

는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이것이야말로 좋은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4:27~32의 비유에서 

보듯이 망대,  세우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미 

리 비용을 예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 

다. 예산을 짜고 실제의 내용을 대조해 누락 

된 필요를 채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계 

속적인 노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뢸 수 있 

는 좋은 자료가 되며 우리의 사역이 행정적으 

로도 안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주님 역시 우리의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기도 

의 요청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응답 

을 경험하는 우리 또한 스릴 넘치는 기도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정직함의 두 번째 요소는 관대함，즉 돌봄과 

배려입니다. 우리는마땅히 후원 받은 재정에 

대하여 십일조 혹은 십의 이조의 원칙을 스스 

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일조뿐 
만 아니라그 절반 혹은전체를 다른 사람에 

게 홀려 보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이 종 된 자의 정신이며 태도입니다. 저희 

가 사역하는 예수전도단(YWAM)에는 하나님 

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의 필요보다 앞서는 다 
른 지체들의 기도에 스스로기~ 웅담이 되어주'  

、•.놈사례잔열머든지 있습니다. 최근 저S iJ t  

교단체에 속한 대학사역 내에서 2020년까지 

' 전 세계 나라의 모든 대학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실 

행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간 들 로  구성된 비 
전그룹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해당 지역으로 

의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수개월'

“  ' 一  . …IT
. 이 여행#



준비하며 재정을 위해 싸웠습니다. 아르바이 
트도 하고，교회에서 자신의 비전을 나누며 

후원자도 얻었고 공동 사역의 기회를 통해 받 
은 사역비를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정말 재정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여행을 포기해야 할 형편에 놓인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룹원들은 이 형제를 위해 다 
같이 부담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학생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이미 재정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형제를 

위해 권리를 포기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 

니다. 이제 출발할 날짜가 가까웠고 그 동안 
드린 수고와 기대감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 

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의 어려움은 

그.친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면 그 
만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은 그가 가서 밟고 기도하고 도전 
받아 헌신하고 싶은 그 땅을 직접 가보는 것 

보다 지금 주님의 요구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 
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의 제단 위에 을련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믿음으로승 
리하였고 재정으로 어려웠던 친구는 이 

flowing을 통해 선교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 

니다. 세상의 탐욕과 물질주의에 맞선 반대정 

신이 돈에 대한사단의 지배력을물리치고 영 

적 승리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에 대한 정직한 태도는 재정 

사용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찬송가가사 중에 

나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나 (69장ᄉ라는 고 

백이 있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  

인은 주님이시라는 ^

것^  參 奏 ':f t l 어선 반드시 ■우리는 먼저 
% 님의 의견J ■ 들을 « 요가 있습니다. 이 분 

명한 원최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대로 재정 

올사f ■한단 본14. 궁핍황위 .스L련효빠져 f f l  

쉽습니다. 이것은 인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은 그가 가서 밟고 기도하고 

도전 받아 헌신하고 싶은 그 땅을 직접 가보는 것보다 지 

금 주님의 요구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자신의 권 

리를 주의 제단 위에 올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닙 니다. 고린도후서 8:20~21에 보면 사도 바 
울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훼방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또한 선교사에게 보 
내온 돈이란 ‘거룩한 신탁금(sacred trust)' 이 
라 했고 ‘이 것을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도저 

히 용납할 수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저 희 부부와 아이들은 함께 훈련받는 과정 

에 있었던 국내 전도여행 중에 한  도시에 머 

물며 주일 예배를 위해 숙소 가까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 마련된 어 

느 개척교회와 다름현는 모습이었지만 몹시 

도 추웠던 겨울 날씨 에도 온풍기를 가동할 기 

궁이 없어덜덜,.떨면서 예배를드려야했습니 

다. 어느 주일엔가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과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 
터분 모두가 떨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자신 

의 당장의 요구에만 급급해서 썼기 때문에 오 

늘과 같은 결과에 이르렸다고 고백하셨습니 

다. 우리가 뵙기에 그 분은 사치나 과소비하 

고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셨고 오랜 동안 선 

교단체에서 사역하셨던 삶이 중명된 분이셨 ' 

는데도 목사님은 재정 사용에 대하여 지금 자 

신은 주님께 다루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커 

다란 도전을 주었고 회개하는 심령이 부어졌 

습니다. 주님께서 찾아 오셨을 때 ■삭개오가 
스스호 세상의 요구와 구별된 재정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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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자신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 

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변화의 삶을 살아• 

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원을 얻기 위해 

쓰는 선교 편지 보다 후원 받은 후에 후원 받 

은 재정의 시용에 대하여 후원자와 나누는 것 

은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선교의 

경우 선교지의 상황과 기도제목 그리고 선교 

지의 정취가 배어 있는 작은 선물을 곁들인다 

면 지속적으로 후원자들의 선교지에 대한 관 

심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자에게 좋은 것 

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시 84:11)’ 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허드슨이 말한 바대로 정직히 행한 

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하는 것입 니 
다. 그는 또 모든 일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 

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 

다. 주님은 무궁한 자원의 소유자이시며 주님 

이 원하신다면 그 어느 때에라도 그것을 마음 

껏 시용하실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완 

전한 일치를 의미합니다. 우린가 주님을 신뢰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 
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는 
응답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취 

하여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히 특권충입나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궁핍하다면 그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것 역시 주님의 은총입니다. 재정적 

으로 궁핍함을 겪고있는 사람들을 흔히 믿음 

이 부족한 사람으로 또는 하나님 의 축복을 받 

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서신을 띄운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풍조들이 거짓 교사 

들에 의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능력이요 성공이요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으로써 바울을 공격하 

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헬라문화 
의 사상이 교회로 홀러 들어온 중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그리 

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히고 있 

습니다. 이제 재정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시각은 세상적 가치를 뛰어 넘어 믿음으로 새 

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되어져야 합니 
다. 그런 의미 에서 허드슨 테 일러의 다음 말 
은 우리의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 

가를 결과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 다.

기도가 응답되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원칙 

이지만，계속 기다린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인 
복은 시련 없이. 컬는- 복보다 훨씬 귀하고 값 

^  것입니다:

끝으론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맞.씀읍 m  

서 .11:30~40입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된' 승리돠' 보고들이 "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더욱 주목하고 싶은 것ᅳ은 3 5 i 

~38절에 나오는 궁핍과 환란과 학대받는 가 

운데 있는, 또는 돌에 맞거나 톱으로 켜지거 

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부름 받은 자들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의 삶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별 습 곪 ! E 드̂
. 「•歷 ^빨 猶 離 麵 !편 

—

<재정에 대한도움서적〉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생명와말씀사) 

' 닫힌 창고의 문을 열라(예수 전도단) 

벼랑 끝에 서는 용기(예수 전도단)

을 주께,

강 은 ^ ^ 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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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기선: 3 ， 
이번 S A  주목하라

이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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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5! 한 목표量 세우」야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 문화보다는 집단 

적 문화에 더 익숙한 것 같다. 단기 선교에 참 

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여하는 목적이 뚜 

렷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一 ‘여행으 
로 알고 왔다’ ， 가.가자고 해서 한 번 와 봤 

다.’ 등과''같이 닐 ^며  개인적 잎ᅵ템찰 폭^

- -없 아 온 사 曹 相 려 ？®  例 7질단속어1 

짧신A 겨 놓으며 방관자적인 자세를 갖는 

^  것은 자기와-팀 모두에게 도움될 것이 없다.

이 '̂ )■인 이 나  선교사에게는 도움이 되

2.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에는 약한 것 같다. 임기웅변식 
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철저한 준 

비라는 것은 부달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같다. 이제은1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 

이다. 특히 팀장을 맡으실 분들에게는 사전 

답사를 꼭 권하고 싶다. 단기 선교팀의 팀장 

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팀 전 

체가하다님을‘경험하는데 '있어可■:?}창 중요기보다는-부담스러운ᅵ손님아되기-십상어다厂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껍■고 문화적으 
로 유사성이 있으며 인종적으로도 외모가 비 

숫한 점이 있는 등 가장 가까운 이웃임을 부 
인할 수 없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단기 선교팀의 운영에 있어서 쉽게 생 
각하고 실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필자 

는 중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피 
지，사모아 등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국제 

적인 팀 등 여러 문화권의 단기 팀을 접할 수

팀의 운영을 위해 보고 느낀 몇 가지를 나누 

려고 한다. 개인과 팀 전체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 

기 선교에 임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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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다. 팀장이 먼저 철저 

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팀장이 먼저 6개월 전 

쯤 사전 답사를 하게 된다면 현장을 잘 이해 

하게 된 팀장은 준비기간 동안 팀원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다.

필자는북미주，하와이 둥지에서 오는 팀의 

팀장이 사전답사 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가 

까운 한국에서는 책 임자가 사전 답사 오는 것 
을 거의 보지 못했다. *단기선교’ 라는 것이 

하나의 사역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기간이 지만 효과적 
인 사역이 되게 하고 참여자들이 장래의 비전 

을 세워 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은 팀원의 식사로 빵을 준비하면서 7과이 (塊) 

짜리 딸기 쨈이 자기네들의 예산에 비해 비싸 
다고 사지를 않았다. 이들의 절약하는 모습, 

금식하는 모습，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모습，한 두벌의 옷만 남기고 모든 것을 가난 

한 이들을 위하여 남기고 떠나는 모습，가난 
하고 헐벗은 사람들 위해 거액의 돈을 헌금하 

는 모습 속에서 각종 간식 거리까지 씨들고 

다니는한국의 *단기선교탐 과 비 교 될 수 밖  

에 없었다. 필자는 중국 단기선교 여행 중 오 

전은 기도하는데 힘쓰고 외출하는 것은 오후 

에만 하는 것으로 하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를 권하고 싶다.

3. 기도를 많이 아는 2 이 체질화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기도는 많이 하는 교회로 압려 져
있다. 그러나 단기선교팀 만을 놓고 보면 오

히려 외국인 팀이 한국인 팀보다 훨씬 기도를
깊게, 넓게, 그리고 길게 하는 것 같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개 의욕이 많고 욕심도 많아

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아침 일찍부터 이곳서곳을 다니면서 되

도록 많은 것을 보고 싶어한다. 따라서 기도
시간은 줄어들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눈에 띄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저
기도하러 왔다고’ 하면서도 분주하게 돌아다

니드라 기도하지 못하는 팀들을 많이 보았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엉성하고 때로는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 으 나 고 한 4  M

왔다는 팀은 정말로 확실하게 기도에 힘쓴다.

여행 중에도 금식까자■하며 ^ 도하든 모습t f
보면저 현지인들앞에서 쁨내며 다 니 한 유
인들과는 너무나 대조적 인 것이 었다.

필자가 만난 팀 중에 인상적인 팀이 있었다.

이 팀은 여러 나라에서 온 국제적인 성격의
:팀써었는데^리더^  미국의 백인이었다.ᅳ이들 

병 ■ ■폐 그V *

4. 에절 바른 손년으로서의 자세 
피선교 지역에서는 장 ■ 단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 방문자 모두가 손님 일 뿐이다. 여러분들 

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를 생각해 보 

라 ! 특히 조금 어렵게 살고 있는 누추한 집을 

방문할 때 조심할 일을 생각해 보라! 더 나미"

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가정을 방문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 단기선교 방문도 예수님 
처럼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그들의 문화 

를 존중하라! 그들의 문화의 장점을 칭찬하 
라! 우리를 자랑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겸손 

하게 배우려고 노력하라! 그들의 마음을 상 
하게 학지 말라j  예最들어 '당신들 음식은 좀 

"이상하다.’ ，‘우리 것 보다 맛이 없다: 등의 
부주의한 한마디가 현지인의 마음 문을 닫게 
하코 결국- 자욕으로 가게 힐: 도 있다는_요 .

을 명심해야 것이다. 단기 선교' 방문 팀에 

" 참여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서 피선교자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대신해서 방문한다는 대리인의 자 

세를잊어서는 안된다.

ᅳ  씨 於 :

찰



5. 현지 사정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현지의 문화，물가，숙식 환경 등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그 지역의 기독교 역사，기독교에 

대한 감정 둥 할 수 있는 대로 상세하게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짧은 기간 방문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모든 것에 대해 현지의 선교사로부 

터 오리 엔테 이션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부 

족하게 된다. 준비가 너무 안된 팀 이 와서 너 

무나 기초적 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 

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느껴진다.

6. 현장에 맞는 U 동f t  하도顆 준비하여 

야한다 .
지 역과 문화에 따라 활동 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사정을 미 리 알아보고， 

현지의 선교사와 미리 접촉하면서 준비하여 

야 한다. 의사가 무리 좋고 비싼 최신 약을 
구비하고 있다하더라도 비싸고 새로 나온 좋 

은 약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정확한 진찰과 

가장 알맞게 처방 된 약으로 최대의 치료 효 

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현지에 알맞고 꼭 필ᅮ

요한 것만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 
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진화 

론에 대한 비판과 창조 과학 사실을 소개한 
결과 그들의 단순하고도 순수한 믿음에 오히 

려 혼란이 오게 된 예가 있다. 비싸고 고급이 
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필요를 느끼는 사 
람에게만 그 가치가 있는 법이다. 단기팀 중 

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준130왔으니 

까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팀들

데 현지인을 위하는 일 보다는 자기 팀을 위 

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지의 가난하고 병들은 사람에 대해서 

는 인색하면서 팀원 중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 

들의 생일 축하 파티를 연다면 팀을 안내하는 
선교사나 이에 관련된 현지인은 어색한 느낌 

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간단하고 검소한 

축하는 보기가 좋으나, 현지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하는 것은 현지에 도움될 것이 없 

다. 필자는 현지에서 미국에서 온 중 • 고교생 

으로구성된 팀이 땀 홀려 일하면서 고아원을 
돕고간자리에 한국의 청년팀이 곧이어 방문 

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선교사와 현지 

인들의 마음에 착잡한 생각이 들게 한 일을 

기억한다. 팀의 운영은 철저하게 현지인들을 
섬기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8. 현지인f t  위아는 에수님의 마吾f i  배

단기선교여행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 

ᅳ울 辛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예수님 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 롤 항상 생각할 수 있다면 
현지인에게는 물론이고 참여히는 한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 
은 우선 옷차림에서부터 달라질 것이며 말씨 
나 현지인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마음이 사 
라질 것이다. 피선교자에게 하찮게 보이는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라!

을 만났었다. 그러나 그■■내용이 현장과^ 1

울리기가 어려운 것 ^ 황현^ 던 * i:- : 9. ᅳ사역을 아기 a  다는: 배우는 자서
별표 학̂̂ . •고

아생젊단디?
鑛  백 H g p H U

일 vs. 현지인을 익이는 일 

앞에서도 말했듯이 단기선교 방문 팀은 예수二 - 쨘 . .■ri . . .■외1*빠-

님을 대행해서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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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 방문은 1~2주일의 짧은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 사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 그러나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현지의.섰교사와 긴밀하게 .연락f M .준비했 

다면 기능J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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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걸음 앞서나가야 한다. 팀장은 기도，정보 

수집, 물질적 • 시간적 헌신，성령에 민감함 

등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야 한 

다.

15. 말로 알 수 없는 5 匿을 몸으로 표현 

하자.

짧은 시간에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사역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장 쉬운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인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방문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보고 현지 인 

들이 감동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 

실 것이다. 시골의 가난한 학교를 돕기 위해 

방문한 방문단이 돈을 내놓기보다는 비를 맞 

아가며 삽질도하고 땅도 파는 모습을 현지인 
들이 보면서 자신들도 한사람씩 삽을 들고 도 

우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는 보고 

를들은  적이 있다. 돈으로돕는 것이 제일 쉬 
운 일이다. 그러나 돈이나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하면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

16. 인간적 관계置 익한 일 vs. 하나넘울 

익한일

팀을 운영하다보면 사람사이에서 생기는 일 
들로 인해서 복잡해질 때가 있다. 누구와는 

후원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고 누구 
는 예우를 해드려야 하고 누구와는 친구 사이 

기 때문에 어떻고 둥둥의 문제로 복잡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 리는 우스운 일이 쌀생한다.
크리스천과의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팀장은 이것을 분별하고 경우에 따̂  도록 하자.

적인 상황과 필요를 깊이 알 수 있다. 분주하 

게 돌아다니 기보다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의 

미 있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

is .  자료 a 전달아는 임무題 다할 것.

중국은 기독교 서적이나 성경공부 자료가 부 

족하다. 단기선교 방문 팀은 한꺼번에 많은 

짐을 나를 수 있으므로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9. 관계■  맺은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류 

를 가질 5 .
외국인과 만났던 현지인들은 그 소중한 경험 
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우리들이 한국으 

로 돌아온 후에 너무 바쁜 나머지 편지 한 번 

하지 못한다면 소중한 추억은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녀왔다는 것 

을 잊지 말자.

20. 팀장에게 순종할 2 .

.여러 사람과 같이 여행하다 보면 팀원들 사이 
에 의견이 다를 때가 있다. 설사 팀장의 판단 
이 틀리다 할지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여행 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팀 
장의 의견대로 따르면서 불평을 계속하는 사 
람도 여행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더운 여름 

에 여행을 하면서도 팀장이 목욕하:̂ 고 할 때 
만 목욕하고 먼저 요청하는 일이 없던 팀이 

생각난다. 하나님께서 팀장에게 부여하신 권 
위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

든 W 라? | 할품砂혀^ᅳ 二 :
..琴  - —  세 세 -,-소 - •

^*7. 신교사 또는 현지 사역자와의 시간을 
많이 ^  것.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교사 또는 현지 
사역자와의 시간을 많아 가짐으로현장의 영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이 좀 더 효과적인 
단기선교여행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 다.

：：$

이 a  세/ 중국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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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단기선교여0c5 알고 떠나자

성공적 E T i ᅵ선교， 

일21적인 A ᅵ야에서 벗 에 야
한윤숙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잘 준비 된 단기선교를 

하자. 7~8월을 맞이하여, 각 교회나 선교단 

체，신학교에서 다양한 단기선교여행을 계획 

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보안다. 그 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단기선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 

과 부정적 인 견해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단기선교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선교지에 대 

한 이해와 생생한 현장 체험，중보기도 및 교

회동원 둥을 들 수 있다.
- - -  •- - -■— ■***• —  . .. .

반면 단기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는 
주로 선교지 선교사와 현지인들에게 주는 부 

.달과 .피해,:S 화 .성도들에거] 돌라는.과단I L . 

선교헌금, 후원편지의 남발，외화의 낭비' 거 

룩한(?) 선교를 명목으로 한 관광성 여행 등으  
로 요약된다. 이렇게 단기선교에 대한 견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 뿐 아니라，반대로 단 

기선교를 통해 선교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 
격려가 되며，선교현장과 국내 지역. 

활성화되고，부흥의 전기를

泛^ 는'. ■ 'Ql

목교회거̂

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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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치 않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한마디로 단기선교의 목적이 분명하고，그 목 
적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한 경우에는 짧은 

기간의 단기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와 성령의 도우심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몸 

소 체험하게 되는 기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교회적으로 어 려운 시 

기이므로 올해 단기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고，그 목적을 분 

명히 해야만 선교현장과 지역교회 모두에 그 

성과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의 준비와 과정은 이현게
단기선교를 가려고 하는 국가와 지역이 어디 

인가 하는데 따라 그 준비와 과정이 각각 다 

를 수 있다. 따라서 단기선교를 나가기 전에 

단기선교팀들은 가려고 하는 지 역과 사람들 

에 대한 철저한 선 이해가 있어야 한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 |T广ᅵᅵ,,

첫째, 가능한 가려고 하는 지 역과 사람들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라. 사실 그 동안 선교현장 
에서 단기팀들로 인한 실수와 시행착오는 정 
보나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 역과 국가정 

보에 대한 수집과 연구에 시간을시■용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몇몇 중대형 교회들의 
시행착오는 지금도 선교계에서 계송 회자되 

고 있다. 실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금할 수 없게 하는 부̂ 1 

다. 특별히 여 행 정 보 ■항^ * 숙자해：
야 이 華  *  -

^  둘째，무현보다도 f 보기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  단기선교 팀원 중에는 헌신도와 
훈련，성숙도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다. 이

— ■̂wt*--.--rt； -in»il»ni<i- 며- 一 —^ .  .

런 차이는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

분이지만，서로를 있는 그대로 대하고，함께 

하나님 안에서 공통의 시각을 갖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로 지속적으로 단기선교 

와 선교현장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다. 또한 전략적으로 행하는 중보기도 

는 영적 전투로 사단의 영역을 파하고，하나 

님 진영의 승리를 가져오는 무기이기도 하다.

셋째，단기선교팀 내에서 구체적인 역할구 

분을 하라. 팀 리더，찬양，정보 수집，큐티 인 

도，영상(사진, 슬라이드，비디오 포함), 서기， 

회계 등. 단기선교가 정탐여행 성격인지 아니 

면 교회 중직들과 함께 선교지를 이해하기 위 

해 가는 비전 트림 인지에 따라 맡겨지는 역 

할과 책임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 

요한 것은 단기선교 전체 팀 공동체의 활성화 

와 인력의 최대한 활용 및 개인 훈련을 위해 
서도 팀 내에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주는 것 

이 ^ 4 .

넷째，간단한 현지 생활회화나 전도회화를 

익히고 가는 것이 좋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 

전에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현지 선교사 
님들과 현지인들도 단기선교팀과 이들의 활 

동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될 것이다. 스스로도 현장의 언어를 습득하는 

계기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 
고，현지인을 사랑히는 기회가 될 ̂  있다.

다섯째，가려고 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과 또한 국내의 관련 선교단체와 가기 전에 
연결을 갖고 준비사항과 협 력할 수 있는 부분 
들을 의논하라:현재 선교현장은 갈수록 협 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가기 전에 선 
교단체와 현장 선교사님들의 도움과 협 력을 

받고 간다면 그만큼 이 단기선교팀들은 목표 
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수월할 

것이다
여섯째, 가기전에 2~3일 이라도단기선교

느 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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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단기선교여。<5 알고 띠나자

팀들 간에 공동체 생활이나 합숙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사실 대부분 단기선교팀들은 선교 

현장에서 많은 계획을 세웠다 해도, 팀원 간 

에 발생하는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선교현장 

에서 61품과  갈등을 겪는 수가 많다. 어느 단 

기팀의 경우는 이 문제로 사역과 일정이 조정 

되는 데까지 이르기도 했다. 국내에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문 

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이다.

선교현=5；에서는 이？1게 

위에서 제기한 몇 가지 기본적인 준비를 하 
고，실제 선교현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다음 몇 가지 면에서 살펴보자.

첫째，먼저 선교현장에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교현장 

은 우리 나라보다 경제발전이 못한 경우가 많 

은데，부주의한 우리의 복장과 사소한태도 
로 인해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이 눈살을 찌 

푸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며，좋 

은 인상을 남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현장 선교사님들은 단기선교팀 이 정 

탐여행으로 오는지 , 단기 비 전 트림으로 오는 

지 그리고 그에 따라 본인은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을지를 궁금해 하신다. 선교사님들은 오 
는 단기선교팀들이 어 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지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실 

■ 것미다. 따라서 미리 가기 전에 목적을 분명 
히 하고, 선교현장에서는 그 목표를 점검하고 

계속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풍야0 來 ] - 

;다.

셋째，망원경과"현미경을 동시 에 ■갖추고 선' 

12현장을■ 하라보고 이해하도혹 하라. 어떤 용 

기선교팀들은 선교현장을 바라볼 때，너무 협 
소하게, 아니면 너무 일반화하여 바라보는 오 

류가 있었다. 단기선교 기간동안 머리와 가슴 

ᅳj f c 다 활용하여 성교지 현장을 바라보되 r전 -

체를 조밍히는 시각과 또한 현미경적인 구체 

성을 가지고 선교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재정적인 면에서 단기선교팀으로 인 
해 현장 선교사님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선교팀들 중 선교현장에서 재 

정적인 면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거나 부자유 

하며，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나 신세(?)룰 지는 사례들이 심심치않 

음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는 

것은 좋지만，단기선교팀들로 인해 선교사님 

들이나, 현지 한국분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좋은 단기선교여행 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선교현장의 상황은 돌발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단기선교팀의 사전 준 

비와 목표에서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있더라 

도 , 현장에서 선교사님들과 의논하여 그 의견 

을 존중하도록 하라. 특별히 중국은 동북지 역 

조선족，탈북자 문제，가정교희 등 정부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사항이 많으므로 선교사님 

들에게 정보를 많이 들을수록 좋은 단기선교 

효과를 낼 것이다.

여섯째，가능하면 매일 그 다음 일정을 점검 
하고, 서로 배운 점을 나누며, 정리하는 시간 

을 갖는 것이 좋다. 정탐여행일 경우에는 매 
일 매일 현장일지를 쓰고 각 팀원들의 역할과 

내용을 나누고:정린히는 것이 기본이다. 정탐 
여행이 아닐 경우에도 매일 매일■그 날 하나 
님께서 배우게 하신 것들을 나누고，서로에게_ 

33S발견한，좋운경른올 공유하01 함께 -중보긴토:、 
하는 시간을 ̂ 는  것은 반드시 ᅳ

단기선교 이卒에는 이?!게 
단기선국여행은 가기 전의 준비와 선교현장 

올 체험하는 과정으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 
다. 단기선교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 역그 
선교를 동원 (Mohiltefii!) 하고，ᅵ

—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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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도출하여 전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신교현장을 
위해 기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진에서 제안 

하고 싶은 것은，단기선 

교 후 어떻게 함 것인가 

에 대해 가기 전부터 미 
리 생각하고 전체적인 그 

림음 그리고 구상해보라 

고 권하고 싶다.

첫째'구체적으로 선교 

현장의 단기선교 경험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섬 기 ᅵ
는 지역교회 에 중보기도로 동원을 하는데 사 

용할 수 있을지, 또 선교지 사람들에 대한 최 
신의 정보를 자료화 할 수 있는지 그 활용도 

에 대해서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짧은 단기 

선교 경험들을 어떻게 실제화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겠지만, 실제로 고민하고 방법들을 

찾이본다면 뜻밖의 좋은 동원자료(비디오, 팜 

플렛, 슬라이드' 자료집, 사진 등)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단기 정탐 

팀들의 동원자료들 중 좋은 샘플을 참고하려 
면 AAP 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 

다.

둘째，단기선교 경험을 통해 어떤 면으로든 

자기가 헌신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장(場)을 통 

해 넓어진 시야와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실천 

할 구체적 사역에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선교 경험이 타 문화권의 좋은 ^험 이 었  
다면，자역교회에셔와 선교년;체에서의 

와 섬 김，훈련은 또 할'좋

은 영 親 이 후 ' ^ 1선콘가 관광성,. 일회성에 

현■치고 있디늦 비판을.취양히는데 일조하며， 

실제로.:단기천교가 구체적으로 지역교회에 

도옴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선교에 참여했던
為 . ^ 1 •*•"* ~ | .1 T fuw im  ~ I ~~r ---' -

이들이 성숙해진 태도로 봉사하고섬기며，선

교적 실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만 

^ 다.

맺는 말

단기선교는 그 과정 에 있어서 가기 전과 선교 

현장에서，그리고 단기선교 이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기선교에 대한 우리 

이해도이다. 단기선교의 효과에 대해서 충 

분히 숙지하고 잘 준비하여，선교현장과 지 

역교회가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홍이 되 

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단기선교를 통해 그 효과를 경험한 교회 

들은 계속 단기선교팀들을 보내고 있으며，한 

번 부정적인 경험을 한 교회들은 더욱 더 전 

통적인 견해들을 고수하는 경향아 있다. 왜 

그런가? 단기선교팀들 때문이다. 단기선교팀 

들은 더 이상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충분헌-잘 준비하여 단기선교에 임해 J 

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의 지 
역교회와 선교현장이 또 한번의 부정적인 경 

험을 하지 않도록….

^■윤숙/MPJMPAC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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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 한기신교여행을 다니와서

소 성 호 • 이 원 필

미)일 1i r  10시 , V is io n  - s - ^ r ^ t ie

찬양과 기도소리가 울려 퍼졌다. 20一여 명희 
학생이 모여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 
도하기 때문이다. 중국 연구팀 (China Field

우리 팀원들은 학기 중에는 계속 기도하고 

틈틈이 중국어를 익히며 중국 단기선교여행 

을 준비하였다. 방학이 시작된 후에는 12일간 

합숙훈련을 가지면서，하나님께서 우리를 군 
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모 

든 준비를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향하였다.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날，우리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사역하게 될 베이징 유학생들과 

만남의 시완을'가身육. 다음날는: 베이징의 명 

소(名所)인 만리장성，천안문 광장 둥을 둘러 
보았다,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ᅳ 
1를 가지:i  있른 이 장소들을-방문하면 

국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우리는 특별히 베 
이징의 상징이 된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공산주의 시상이 속히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 
들이 자유스럽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Research Team)은 이 기도 모임 에서, 16명 의 이 빨리 오기를 기도했다.

학생이 자원하면성 시작되었다. 주일날에는 베이장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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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말로만 듣던 중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경직된 표정들이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기쁨이 중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도 넘칠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 
다. •

베이징 에서의 시간은 본격적인 리서치 
(research)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같 

이 사역할 유학생들과 교제를 나누고，서로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날，우리는 베이징의 서 역(西站)에서 
윈난성(雲南省)의 쿤밍(昆明)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났다. 윈난성은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 
하며 베 이징 에서 기차를 타고 48시간 이상 가 
야하는 곳이다. 기차 안에서의 2박 3일은 베 

이징 에서의 바쁜 일정으로 피곤했던 우리 팀 
원들에게 휴식 시간이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

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미 리 예비해 놓으신 그 

지 역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도외주도록 했 
으며，매일 매일 말씀을 통해 친히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우리는 점 
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너무나 아름 
답고 광대한 자연에서 살수 있는 축복을 받았 

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밀려오는 현대 

화의 물결 속에서 원래의 순수함을 잃어버 리 
고 혼란가운데 서있는 둣 했다. 어른들은 어 
두운 표정으로 담배를 즐겨 피우고 있었고， 

여성들은 무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어린아이들은 미 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였 

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마다 축복해 주었고，때때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리서치를 마치고 웬양으로 돌아오면서 

거대한 산맥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조별 리서치를 마치고 며칠동안 헤

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차 안에서 창 밖 .친구1 ：을 웬양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
을 바라보니 그 곳의 풍경들은 베 이징과는 많 

이 달랐다. 우리 나라의 시골 농촌과 비슷한 

풍경들을 보면서 이 기차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기차 안에서 함께 탄 많은 중국인들 

을 만났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막상 만났을 때，우리는 너 
무도 편하게 그들과 이야기 할 수 ᄊ^ 다.

. 쿤멍 에 도착한 후 , 다시 12시간에 4 쳐 버스 
를 타고ᅳ웬양(元陽)i _로 갔다. ■우맀는 그^ ^  

서 4개의 조로 나 누 아 ^ ■ 뼈 례 분 •각  
각 디! I  마 해  f 발하였다. 피 조  마다 

택•기 다른 지5 章;|)4|?1 하기 위해서 였다.

.우 e l크는ᅵ하니(哈尼)족에 대해 미리 조사 

■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지 역의 일반 

적인 상황들과 영적인 상황들을 조사하기 시

는데，너무나 반가와 서로 끌어안으며 좋아했 

다.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잠깐동안의 

헤 어짐을 통해 하나 하나의 지체가 너무나 소 
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국 땅에서 리 

서 치를 마치고 모두 무사하게 돌아온 것을 확 

인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責 수가 없 

었다. 우리는 그 동안 있었던 일도 많이 나누 

면서 피곤함을 풀고 싶었지만，하나1̂께서는

우리에게 웬양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다N
. •

^  • — 빠시‘  \ . •낡 *-V.-'

다시 € ■밍 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달 전에 

다른 단기선교팀이 웬양현 지역을다니면서 

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리 저희 

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竿시는 방
ai그 폐 볘 볘 벼 1 - -- • . «̂1>1 im »1 ■ ■ «11 i . •_* ,>•

법을"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나 팀을 사용해서 일을 단번에 이루 

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하나 하나 그 맡은 부분들을 

이루어 냄으로써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 

명은 리서치를 통해 하니족을 이해하고，그것 
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더 많은 사람 
들을 소수민족 선교에 동원하는 일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우리는 쿤밍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쿤 
밍시를 리서치 하기로 결정하고 지체없이 행 
동에 옮겼다. 쿤밍에서의 활동은 대도시라는 
점에서 웬양보다 더욱 감시와 제약이 심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쿤밍 시내의 3개의 대학 
과 쿤밍 시의 중심가를 각 조별로 나누어 리서 

치 했다. 윈난대학(雲南* 學), 민족대학(民族 
* 學)，윈난사범대학(雲南師範ᄎ學)을 조사 

하면서 우리는 많은 소수민족들의 또 다른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하니족의 마을에서는 너 
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 
습을 보았는데, 이곳에서는 소수민족들도 한 

족(중국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 
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깊은 
산 속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복 
음화 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우리 보다 대도시에서 교육받고 또한 예 

수님을 영접하고 양육 받은 소수민족 사람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 

서 우리는 대학의 많은 젊은6복 안  
믿고，그 소명에 따라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 

善ᅵ전파할 수 있게-되기를 기도했다.

- s 밍시의 중심가를 ■돌아다니며 리서치를 

할 때, 이 도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쿤밍시의 별명은 ‘춘성(春' 

城)’ 즉 봄의 도시이다. 항상 띠뜻하고 꽃이

擊 ^ 설 ᄀ뼈■ - 一 레뼤후*  I'VyTfftfaTr .L **̂

그들의 구호 ‘건문명춘성(建文明春城)’ 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화의 의지가 매우 강한 곳 
이었다. 도심의 백화점에는보통사람의 몇 년 

치 월급에 해당하는 고가의 제품들이 진열되 
어 있었고, 그에 비해 조금 떨어진 빈민가에 

는 다 쓰러져 가는 집들이 많았다. 또한 관광 

도시의 특성으로 윤락과 매춘 행위가 매우 많 
아서 시내를 다니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성병 치료 광고였다. 그리고 많 

은 쿤밍시의 사람들은 재신(財神)을 섬기고 

있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돈, 물 

질임을 느낄 수 있었다. 쿤밍시의 이러한 모 
습들을 보면서 급격한 자본주의 유입의 부작 

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우리는 다만 이곳 
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 할 수 

밖에 없었다.

중국에서의 여행일정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많이 지쳐 있었고 몇몇의 친구들은 
아프기까지 했다. 우리는 아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군 

사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쿤밍시의 유명한 관광지인 석림 

(石林)과 소수민족촌(少數民族村)을 둘러 본 
후 베 이징으로 돌아왔다.

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비 

행기를 탔는데, 세 시간만에 베이징 에 도착했 
다. 역시 문명의 히기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 주었다. 베이징에 도착한 이 날은 중국에 
..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한다는 아쉬움 때문에 

는 밤을 세워 가면서 그 동안 미처 나누지 못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같은 팀이었지만 

서로 알지 못했던 부분들，리서치 기간 동안 
생겼던 오해들，각자가 리서치를 통해 변화되 

었던 모습들을 나누면서 우리는서로를^ 

하게 되었고，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낌



수 있었다.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들 바라보면 
서 이 리서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 
다. 이 리서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선교사 

로 만들고，중국을 복음화 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우리 하나 하나가 현재 서 있는 그 자리 
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 

되어 지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팀원들은 다음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중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향하였다. 베이징 공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 중국의 모든 민족 

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도록. 한시간 반의 
비행 후에 우리는 드디어 서울에 도착, 공항 
에서 나오자마자 그 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하 

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 서울의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느끼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 

양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

중국 단거선교 여행의 .일정은 끝났지만 아 

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 었다. 우리는 중 

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느낌들과 해이해지는 마음들을 다시 부 
여잡고 보고서와 동원자료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어쩌면 진짜 사역은 지금부터 인지 
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16명이 

중국에 다녀왔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 놀라 
웠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니족i  사랑하 
시는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16명의 마음 속에 

만 남아있을 것이고，그 ^ ； 먹 죄 濟 喝 截  

잊혀^ 것。w . 우리의:선효여행 중에
魏 하 ^}나 님 의  놀라훈 견산와 하니족을 향 

한 하 의  사랑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 다시 
르였다. 결국 우리는 힘을■모아 미흡하긴 하 
지만 보고서와 동원 자료를 완성하였다. 우라

는 이 자료를 같은 대학 학생들에게 보고하 
면서，그들을 하나님 의 군사로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1기였던 우리들보다 배가 넘는 40여 
명 이 2기 중국 연구팀 (China Field Research 

Team) 으로 모집되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다. 그러나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은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H 단. 중국 단기선교 여행을 통한 표면적인 

중국 연구는 모두 끝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께서 우리 하나 하나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 
르신 그 부르심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지금，바로 지금부터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 
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 에 

서 있다. 리서치 기간동안 신실히;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는 '낳까지 계 

속될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 4 .

‘'네가 고리숀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 

기 생활에 ■얽매이는자카•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딤 
후 2:3~4)

   ---------.소성호/한동대확 제 학 부 25|년 -
이원 S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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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2 을 발; 1 !하기I 한 
중국 단기신교여행

김은진

재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署 사하고 그 땅옳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율 둘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 
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옴이라 내 눈과 내 마옴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대하 7:14니6)

중국 연구(China Field Research雇 처음엔 단:71 선 
교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 
했지만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 
신 일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고, 합숙 훈련을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죽은 영혼에 대해 아파하 
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간절히 느끼며, 그로 
인해 더더욱 기도할 수 있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베이징의 첫 느낌은 우리 나 
라와 그리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말이 
씌어진 간판들과 사람들의 언어，공안의 모습을 빼 
고는 외국에 왔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고，그들의 
죽은 영혼에 대한 마음도 내게 아픔이 되지 않았었 
다. 이것은 내 교만을 깨는 계기가 되었고，내가 얼 

마나 사랑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베이징(北京)에서 2일 동안 우리는 여러 곳을 돌 
아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그리고 3 

일째 되^! 날 베이징에서 2박 3일 •들안J7|차를과 
고 쿤밍(昆日채시로 갔고, 그곳에서 12시간 동안 버 
스를 타고 웬양{元國현으로 가서 다시 2,3시간 버 
스를 타서야 써라투어(雜 托 )로-갈 수 있었다: 3  

긴 시간을 차를 타고 마을로 가는 동안，또 해발 
2，000m가 넘는 그 곳에서 다시 꼬불꼬불한 비포장 
산길 도로를 가며 군데 군데 홑어져 있는 마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을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

그 깊은 산골짝까지 그 수 많은 마을에 누가 언제 
가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까. 세상 사람들까 
지도 이젠 정말 종말이라고 하는데 저 □ᅡ을에도 예 
수님의 복음이 다 전해져야 하지 않는가. 그 때 하 
나님께서 지금 성경 한 권을 들고 그 곳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내게 물으셨다. 시 

키시면 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 드렸지만 그 순간엔 
솔직히 100% 자신이 없었다.

口 *로  들어가서 2박 3일간 하니(哈尼)족 마을, 

이 W)족 마을과 마을의 중학교 등을 조사했는데 신 
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몸 

도 씻지 않은，돌보I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는. 그러 
나 너무나 맑은 눈망울을 가진 하니족 어린이들을 
보고 온 날, 조원들과 모여 기도하는 중 내 눈앞엔 
북한 어린이들OL떠올랐었다. 내 비전(Viskxi}은 세 
계를 위한 중보기도와 북한 선교인데 , 이 리서치를 
준비할 때에도 왜 북한보다 중국을 먼저 보내실까 

^ 8 궂금했었표 단̂  후 북한에 보내달라고 한범f  j . 

구하겠다 결심한 터였다.

그 때 내 눈앞에 보인 어린이의 모습은 뼈만 앙상 

하게 남아 있었고, 눈은 휑해 보였고, 가장 늦게 빠 
진다는 볼 살 마저 빠져버린, 그래서 힘없이 누워 
있는 모습이었다. 그립다는 말을 거기 쓸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 후로 내내 북한에 대한 생각을 떨 

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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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처음 북한을 주실 때 받은 말씀을 나누며 그 땅 

에 가고픈 口|음을 더 절실히 느끼고, 내 결심을 굳 
히게 되었다.

웬양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그 구석구석까 

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너무나 아파하시는 하나님 

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그곳 하니족에 대한 사랑 
을 조금이지만 느끼게 해 주셨다. 그래서 처음보다 
는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곳으로 보내시면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고. 그들 
을 들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 주겠다고….

웬양 현에서 높은 산으로 을라가 영적 도해 
(Spiritual mapping)를 하고, 그곳에 새로 옮겨 세워 

진 절에 가서 대적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지도 
를 그리는데 구름이 많아 어려웠었고, 우리는 구름 
이 걷히도록, 또 웬양현을 잡고 있는 영들이 떠나 
가도록 기도했었다. 기도가 끝나고 시간이 흐를수 

록 구름이 걷혀가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눈에 보이는 구름 뿐 아니라 그 곳의 악한 영들을 

파하실 하나님께 감사 드렸다. 절에 들어가서 기도 
할 때는 히나님께서 무릎 끓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역대하 말씀이 계속 

생각났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곳에 계 
시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 

고, 그곳을 얼□[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절은 웬양현이 다 내려다보이는 중심의 산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곧 그 절이 없어지고 그 곳에 예 
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고 돌아왔다.

싸라투어에서 웬양으로 나올 때, 웬양̂ᅵ서 쿤밍 

시로갈때,그곳에서 베이징으로갈때,그리고북 
경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때마다 그곳^ fl 

해 조금 더 기도하지 寶 용 釋 p f  齒  것이. 

투망^ 1야 다 감당하자 못힌ᅵ 것 같아 계'

속 죄책감이 느껴졌고, 하다님께 죄송했고, 마음이 

아a  다. 특히 한국으로 돌아을 때에는 '이게 마지 
발 人1^5더」1라는 생각에 차안에서, 비행기 안에 

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담은 시간 동안or

라도 계속 기도하겠으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 

을 멈추지 마시라고, 내 부족함은 가려지고 그 시 
간만이라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 달라고 

기도 드렸다. 물론 내 기도도 부족했고, 내가 기도 

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난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중국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밟 

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히셨기에 하나님께서 행 
하고자 하신 일들을 다 행해 주실 것이라고 말이 

다.

에 돌아와서 난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에 보 

내실 것이란 믿움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고 그것 
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한족, 하니 

족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

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군데군데 흩어져있던 
마을들이다. 버스 안에서, 그리고 쿤9 에서, 베이 
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았던 흩어져있는 작 

은 집성촌들은 기도할 때마다 눈 앞에 아른거린 
다. 그러면서 계속 로마서 10장 13~15절 말씀을 

묵상케 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0M 하는
o I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 
요 전파하는 자간 잃o | 어찌 들으리요 보내삼을 받 

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 
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o |여 함과 같 

으니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그 인타까움 
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심을 계속 느끼면서 내 주위 
의 사람에게라도 선교 동원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선교할 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계기도 되었 

다. 추수할 곳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은 적cfe  하 
나님의 탄식을 그리스도인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 
를 소망한다.

중국 단기선교 여행을 무사학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분을 사랑한 

다고 감히 고백한다. 이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복음 들고 산을 오르는 자, 그들의 죄를 사 
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 
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겠다고 결 

심해 본다.
-----------  ----- i__：------ ：------- 스_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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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북 동포，방f  활 때 이 gj 점을 주으 I하자
편집부

1995년 8월 대홍수 사건 이후 북한의 식량 사 
정이 더욱 악화되자 전국적으로 식량 배급이 

끊어지다시피 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 둘 
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어른 아이 할 것 없 

이 중국의 국경 도시로 넘어 오는 북한 사람들 
도 늘어나고 있다. 탈북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 

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10만 명 정도로 추 
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유람선이 1주일에 몇 차례 
씩 금강산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한국 정부가 
민족의 평화와 공존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하 

고 햇별정책을 펼치고 있지만，두만강 건너 중 
국의 국경 도시들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참상 

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그들은 인간으 
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은 고사하고 당장 생존 

조차 유지할 수 없는 형 편이다. 북한 동포를 도 
와주다가 적발된 조선족들은 1인당 2천위안 
(元，한화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조선족 한달 월급은 약 8백 위안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의 사랑으로 돕고 있는 분들이 있다. 또한 탈북 

자들을 긍훌히 여기고 그들을 돕기 원하는 많 
은 한국 사람들이 단기 선교여행 _긴편*  ^  

해 그들을 만나 보고 싶어한다.

여기에서 탈북자를 낌•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주의 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

첫째，그들을 만나야 하는 특별한 목적 이 없^  , 그 글 #  ' i T H 0 ? 하 e  극 里 인 : 극 여 0 1 取

다면, 가급적이면 탈북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 i s 으 도 느  e J o lc i

둘째, 그들을 만날 때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꺼번에 만나는 것은 눈에 띄기 쉬워 위험하 
다. 소수가 지혜롭게 만나야 한다.

.셋째,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우월감을 버 려야 한다.

넷째，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 동정적인 표정 

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도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기 억하라.

다섯째, 그들에게 북한 체제를 비난하지 말 
라. 비록 그들이 배가 고파 고향을 떠나왔지 
만 그들에게도 애국심은 있다.

여섯째，그들을 만날 때 너무 화려하고 원색 

적인 복장은 주목받기 쉬우므로 피해야 한다.

일곱째, 그들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지 말 

라. 선물은 의류，양말 둥 실용품이 좋다.

여덟째, 그들은 잘 운다. 그들의 눈물에 너 

무 감정적으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홉째，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질 공세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열째，교회 에서 양육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면，그i 블에게 직표 # 을 주지 말고 양육자에 
게 주어 그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라.

.. 색 .혔^ l r양육 받;a  있는 형§율 착  
면,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류사역자에게 물어 

보고 행동해라.

열두번째，공개적으로 성경책이나 전도지 

를 주지 말라. 꼭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복 
음을 전하고, 전도지나 성경 책을 주어라.

'■ZCimm0 ： ■'； y 세 '.
二̂ i'.너'• ' -• •

ft « 책
- - . rN* r ~  ........... r - *

ya볘■다



특집/  중국 단기선교여0<5 알고 떠나天

단기선교를 망穴I는 12"! ᅡ지 사항

당신의 단기선교 여행을 최고의 경험으로만들려면 다음의 사항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

1 ■훈자 간다
어떤 단체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단체에 들면 당신의 
스타일은 구겨질 것이다. 당신 마음에 드는 나라를 골라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를 알아보고 나서 갑자기 그곳에 나타 
나라. 그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현지에 갑자기 나타Ufe 것 
을 좋아할 것이다. 당신이 보낸 선물과 함께 누군가가 그 
곳에 나타나면 곧장 일을 할 수 있다.

2. 영적인 목적으로 간다는 것울 7 ᅵ억하라
당신은 그 나라가 그리스도께 돌아오길 H ᅡ란다. 이런 높은 
이상만을 가지고 가라. 타자 치기나 트럭에 짐 싣기, 설거 
지, 공사장 일 같은 천한 일은 거부하라. 이런 일은 당신이 
맡은 임무에 방해가 된다.

3. 매일*I는기도와 말씀목상율 포기하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시간이 없 
다. 필요한 것은 대개 그룹;? I도 때 얻을 수 있다.

4.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머나기 전의 계획을 고수하라.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고수하라. 일을지연하고 마지 
막에 변경하고 즉흥적으로 방문하고 초대하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 
다.

5. 선교시둘의 실수률 지적해서 그들을 H와라
선교사들에게 최신 선교학 경향에 따른 자료를 건넨다..선
교사들이교집을 피울 때가 있으니 현 지 인 들 에 서  선
교에 대한 당신 의견을 XW4H• 耐 다 : '

*  两
，• 수 爾  两  一 广 ;;； • 서 ...、
형! 단기 4i교는 이성교제툴ᅳ하기에 완벽한 기회다.

이성교̂ ,  한다고 해서 일에 큰 방해는 되지 않고,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로운 우리식 이성교제 방법을 보 
여주는 기i l가 a  5 이다.

7. 현지 언어틀 귀동냥하느라 애쓰지 말라.
어차피 못하는 언어니까 듣기와 말하기를 포기하라. 현 
지인들은 당신에게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할지도 모른 
다.

8. 팀 동료의 실수*  그 자리에서 지적하라.
人I간은 짧고 처음부터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사람들 
은 살아가면서 고쳐야 할 부분을 다 고치지 못할 것이다. 

특별히 지도력을 I판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9.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현지 음식은 먹지 않도 
록 조심하라.
그러면 현지인과 사귈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놓치겠지만 
병에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10. E  동̂  중에 후원器 충분하모으지 못한 이들을 
주목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구걸할 것이다. 그들이 이로 인해 고생 
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성장할 것이다.

11■ 함께 일하는사람들을혹평하고불만을 말하라.
집에 소식을 알릴 때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친구 
들이 기도와 선교에 들이는 공이 적다고 혹평하고 불만 

을 말하라. 당신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음 
을 한탄하라.

■« • V - .二-‘-, 생

12. 보든i것 6|:i 나면 해와^2 ,
4품  J 제 명예제대를 했우니,,

ᅵ상 sf지 않아도된다. ................. 二.
장기 사역은 거부하라' 당신 같은 사람은 고국에서 여러 
사람에게 헌신에 대해 가르쳐야 할중요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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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단기선교여행 알고 [더나자

중국 단기신：:고여행，
에:ᅵ로 깔기; ! ？J 가?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최근 들어 중국으로 단기선교 여행을 떠나는 팀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중국 단기선고 여행을 기획하는 팀 

들을 위해, 몇 개의 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소개한다. 이 코스는 우선 중국을 6개의 광역행정구{동북, 화북, 화동. 중남, 서 

남, 서북)로 나누어, 각 성의 성도(省挪 및 대도시를 우선으로 정하였다. 교통편이나 숙박, 등에 있어서，아직까지 외국인 

이 도시 이외의 지역을 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 선교여행을 기획하는 팀들이 여행의 목적에 따라코 

스와 일정을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단기선교 여행 코스 소개
중국의 모든지역을 다룰수는 없고 수집된대 
표적인 코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괄호 안은 

교통편(비행기는 ‘비’ ，기차는 기’ ，버스는 
‘버’ , 선박은 패 ’ 로 표기)과 다음 도착지까 

지 걸리는 시간이다.

동북지역
《5박 6일) _ _ _ _ _ _

인천(배. 18H 따렌(ᄎ펨.기. 5H  단등{丹東.기. 5) 

^선 양  (沈陽.기. 9H  베 o ᅵ징 (北京 h 1. 2H  서울 
예상경비: 65만원〜70만원 

'«■ 출국시 선박을 이용하므로，비교적 저렴한 

경비로 단시간 내에 동북삼성과 베 이징을 보 

고 올 수 있는 코스. 중국과 북한의 경계지역 
인 단둥에서는 멀리서나마 북한 땅을 볼 수 
있고，북한을 바라보며 중보기도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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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박 12일》
! ᅵ천(배.T f  따렌(기. 5)ᅳ 선양p|. 6H  창춘<長 

春. 기. 7H  통화{通化 • 백두산(기. 5H  단등 • 압 
록강(기. 4:30)— 선양{비. 2H  서울 

예상경비 : 75만원~80만원
-  동북삼성의 주요 도시들과 백두산, 압록강 

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이다. 랴오닝(遼寧)성 
의 성도 선양은 2천 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이 

다. 청 태조 누르하치 때의 황궁인 선양고궁 

과 '마지막 황제’ 부의가 살았던 위황궁 둥 역 
사적 명소가 많다. 또한 유명한 조선족 교회 
인 서탑교회와 동북신학교를 참관할 수 있다. 

선양 동관교회에는 중국선교사이며 우리 나 
라에 최초로 성경을 주었던 존 로스 선교사의 

묘비가 있다. 지린(吉林)성 성도인 창춘에서 
는 부의기념관, 영화제작소，한족교회 등을 

참관할 수 있다.



《11박 12일〜2주》

① 서울(비. 2H  선양(기. 6H 창춘(기. 9H 옌지(延 
吉.비. 2H 백두산<렌트버스. 6)-. 엔지(기.30>~> 베 

이징(비. 2H 서울
예상경비 : 75만원〜80만원

-  옌벤조선족 자치주의 주도인 옌지에서는 
가장 큰 조선족 교회인 옌지교회 등 많은 조 
선족 교회와 엔지과학기술대학, 해양전문대 

학, 장애 인복지관 둥을 방문할 수 있다.

② 서울(비. 2H 베이징(기. 9H  선양<기. 15H 엔 
지(렌트버스. 4H 백두산(렌트버스. 6H 투먼闽們 
기. 6H 목단강<기.9)ᅳ 하얼빈(기. 4H 창® 기. 6) 

ᅳ선양H  2)ᅳ 서울
예상경비 : 75만원~85만원

pi표를

뼈g 텔
-  동북삼성 주요도시와 백두산，두만강，목 
단강 둥을 둘러볼 수 있다. 기차를 타고 움직 
이므로 비교적 시간을 여유 있게 짜는 것이 

좋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기차를 타면서 
중국인의 삶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다. 겨울 
에는 매우 춥고 백두산도 갈 수 없으므로, 여 
름에 가기에 좋은 코스이다. 선양，옌지，목단 
강 등의 조선족 처소교회，하얼빈의 스탈린공 
원과 역사기념관，송화강 둥을 관람할 수 있 
다.

③ 서울{비. 2)— 선양(기. 6H 창춘(기. 7H 하얼빈 
(기. 7H 치치한얼(齊齊哈爾.기 . T h  0隹ᅵ육{기. 15) 

^  하얼빈 P h H  아청(阿成.기. 2H 상즈(尙志.기. 

"|ᅳ  목단강(概江.기. 15H 선양(비. 2H 서울 
예상경비 : 75만원~85만원

-  흑룡강성 아리하에는 어룬춘족，어원크족 
등 미전도종족이 살고 있다. 아청과 상즈는

비교적 외딴 곳이지만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가정교회도 많아，조선족 신앙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화북지역
(5 박 6일 ~ 10일 (Economy)》

① 인천(배. 27H 텐진(버. 2:30H 베이징(기. 5H  

친황다오(秦皇島.기. 2H 텐진(배. 27H 인천 
예상경비: 55만원-65만원 

«- 비교적 싼 경비로 톈진국• 베이징을 중심으 

로 볼 수 있는 코스이다. 인천에서 페리를 타 
고 텐진에 도착하여 시내를 구경한 후 버스를 
타고 베이징으로 들어간다. 베이징에 5개의 
삼자교회가 있는데 참관이 가능하고，사역자 
도 많으므로 중국과 선교에 관한 세미나를 듣 
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일정에 따 
라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베이징 에 오래 머물 
면서 자세히 돌아볼 수 있도록 해도 좋다. 친 
황다오에서는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산하이 
관(山海關)과 휴양지로 유명한 베이따이허 
(北戴河)를볼수 있다.

② 인천(배. 27H 텐진(버. 2：30H 베이징(기. 24) 

U  후허하오터(呼和浩特.기. 10H 따퉁(ᄎ同.기. 

13)—베이징(버. 2:30>ᅳ텐진(배. 27H 인천 
예상경비: 65만원一75만원 

띠 ！ᅵ 이 징과 '내몽고X}치 구의 구도( i 都) 인 
후허하오터를 중심으로 돌이볼 수 있는 코스. 
이 지역을 여행하기에 적합한 때는6월에서 8 

월까지의 여름이다. 겨울은 매우 춥고 바람이 
심하다. 내몽고에서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흩 
어진 몽고인들의 천막가옥인 파오(包)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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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중국 단기선교여0<5 알고 떠나자

고 양고기를 맛볼 수 있다. 따퉁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굴군인 윈강(雲岗) 석굴을 비롯, 선 
화사, 구룡벽 등 불교유적으로 인해 많은 여 
행객들이 찾는 곳이다.

《11 박 I2일〜2주)

① 서울(비. 2H 베이징(기. 24H 후허하오터(기. 

20) ᅳ 인쵠(銀川.기. 7H 란저우州 .기. 8)ᅳ 시안 
(西安.기. 7H 정저우(鄭州.기. 6H 스자종!<石家張. 

기. 7H 베이징(비. 2H 서울 
예상경비 : 65만원~75만원

화북지 역과 함께 서북의 실크로드를 돌아 
볼 수 있는 코스. 닝샤(寧夏)회족자치구의 인 

촨과 간•쑤(甘肅)성의 성도인 란저우에서 소 
수민족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고，미전도종족 
(이슬람) 정탐여행도 7]능하다. 단 정탐여행 
을 하려면 2주 정도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다. 비교적 긴 시간 기차 여행을 하므로 미 

리 체력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허난(河 
南)성의 성도 정저우는 3천 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도시 중의 하나이며， 
시간이 있다면 이곳에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유명한 소림사(少林寺)를 방문할 수도 
있다.

② 서울(비. 2)一 베이징(기. 12H 타이위엔(太原. 

기. 7H 시안(기. 7H 정저우{기. 13H 난징(南京. 

기. 5H  상하이 U B . 비. 서울
예상경비: 85만원~95만원 

베이징을 통해 산시성(山西省)의 성도인 
타이위엔과 산시성(陕西省)의 성도인 시안， 
그리고 저지앙(浙江)성의 성도인 난징을 거 
쳐 상하이로 들어오는 코스. 타이위 엔에는 산 
시성 박물관이 있으며，이곳에도 많은 조선족 
들이 살고 있다. 시안은 과거 동양과 서양의 
문화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의 
기점이며，3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진시황릉，화청지，반파박물관，비 림 
등이 가 볼만하다. 난징의 경우도 땅밟기의
필요가 많은 곳이다. 여름에 가장 더운 지 역

IMfcfc ■ I. i i f r  j '

중의 하나이지만, 이곳에 사역자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예 
배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사역이다.

화동지역

《5박 6일〜10일) |

① 서울<비. 2) • 상하이(기. 3H 항저우{棚 1.기 4) 

J ♦쑤저우(iRW. 기. 2H 상하이(비. 2H  서울 
예상경비 :80만원 —

짧은 기간 동안 남부의 대도시 상하이와 
자연이 아름다운 항저우，쑤저우를 돌아볼 수 
있는 코스이다. 중국 최대의 상공업도시이자 
항구도시인 상하이는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국제적인 무역항이었는데，최근 경제개혁의 
영향으로 더욱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19세 
기 말 유럽 열강의 조계지 였던 상하이에는 서 
양식 건물이 많이 남아있어，중국 속의 유럽 
을 거니는 듯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상하이 
의 대표적 삼자교회인 목은당 교회와 화동신 
학원을 참관할 수 있다. 항저우와 쑤저우는 
풍경이 빼어난 곳으로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명승지이며，특히 항저우의 서호(西湖)는 계 
절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호수 

로 유명하다. 또한 항저우에는 저지앙신학원 
이 있다. 쑤저우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 
다.

⑥서울(비. 2H 상하이(기. 3H 항저국7T ^ ¥ ]  

저우{翻ᅵ1기. 7H 닝뽀(寧波.배. 4H 상하이(비. 2)

: ᅳ서울 
예상경비 :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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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저우는 중국 내륙 경제발전의 모델로 물 
질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예루 
살렘’ 이라고 할 만큼기독교가 왕성한 지역이 
다. 가는 곳마다 번듯한 가정교회가 여기 저 

기 세워져 있는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다. 

현지 사역자와 잘 연결되면 부흥하는 중국 가 
정교희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닝뽀는 허 

드슨 테일러의 사역지 였던 곳이다. 닝뽀에서 
배를 타고 상하이로 들어갈 수 있다.

《11박 12일~2주)

통함이 서 려있는 역사적인 도시 난징은, 중국 
기독교양회 본부와 중국 최고의 신학원인 금 
릉협화신학원이 있는 ‘삼자교회의 메카’ 이 
기도 하다. 안휘성 동쪽에 자리잡은 황산은 
어느 작가가 표현했듯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림 같은 절경” 으로 중국에서 가장 6>름다 
운 산이다. 양자강 유역의 대도시인 후베이 
(湖北)성의 성도 우한은 난징, 충칭과 함께 중 
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이다. 이곳에 중남신학 
원이 있다.

중 남지역
《11박 I2일〜2주》

중남，서남，서북지역은 모두 11박 12일 이상 
의 여유있는 시간으로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⑨ᅳ서울R  4H 홍콩{香港.비73H 충칭(重慶.기. 

10H 이창(宜昌.기. 7H 창사(患少.기. 12H 광저 
우{廣州.버. 2：30H 선전(지하철. 30분H  홍콩(비. 

4H 서울
예상경비:'150앞원 — _______

홍콩에는 유수의 국제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다. 반환 후 다른 지 역으로 옮긴 곳도 있지 
만，복음중주협회(CCL), 중국복음회(CM), 국 
제복음음반선교회(ARM), 극동방송(FEBC) 등

선교단체에 미 리 연락하면 방문할 수 있다. 

최근 직할시로 편입된 쓰촨성(四川省) 충칭 
은 양자강과 가릉강(嘉陵江) 사이의 구릉에 
자리잡고 있는 3천년 역사의 고도이며，인구 
3천만의 대도시 이다. 창샤는 중국의 주요 곡 
창 지대 가운데 하나이며 마오쩌둥(毛澤東) 

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기도 하다. 광저우는 
중국 남부에서 가장 번성하고 규모가 큰 상업 
도시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전세계적으로 유 
명한 가정교회 지도자 린씨엔까오(林獻盖)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따마잔교희가 있어，광 
저우를 방문한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이곳을 
들리곤 한다. 홍콩 국경에 있는 경제특구 선 
전은 중국 경제발전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며，소수민족 민속촌이 있어 소수민족 관 
심자들이라면 꼭 참관할 만하다. 선전에서 지 

하철을 타고 홍콩에 갈 수 있다.

잤 서울ᅳ홍콩 항공편은 왕복표와 편도표의 
가격 차이가 크므로 왕복표를 끊는 것이 유리
1̂다 .

② 서울{비. 2)ᅳ 상하이(기. 7H 난징(버. 7H 정저
우{기. 10)ᅳ 난양(南陽.기. 17)ᅳ 우한(기. 

저위기.3)ᅱ상하이(비.2H 서울 
예상경비: 130만원

1 1  항

-  화동의 도시와 중부의 농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코스. 허난성 난양은 부홍하는 중국 
농촌교회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서남지역
《11박 12일〜2주) —  ᅳ

① 서울(비. 4H 홍콩(기. 50H 쿤밍(昆明.기. 20H 

난닝(南寧.기. 10H 광저우{廣州.버. 3H 홍콩(비. 

4H 서울 
예상경비 : 75만원~80만원

- 윈난성과 광서장족자치구를 타겟으로 소 • 

수민족 정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행코 
스. 하지만 제대로 정탐하려면 쿤밍이나 닌닝 
둘 중 하나를 택해서 깊이 있는 종족정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소수민족(25

① 서울{비. 2H 상하01(기. 4H  난징(南京.버. 7) ᅳ 
황산(黃山.버 또는 기.10H 우한{ft*.기.17) ᅳ 정 
저우{기. 13H 베이징 (비. 2H 서울

예상경비: 100만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난징대학살사건’ 으로 중국 근대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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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단기선교여0<5 알고 [더나자

개)들이 살고 있는 윈난성의 성도 쿤밍은 사 

시사철 봄의 도시이지만，겨울일 경우 밤에는 
추워서 난로가 필요하다. 소수민족 민속촌을 
관광할 수 있고，현지 사역자의 안내를 받아 

더 깊이 들어가면 소수민족들이 사는 마#을
방문할 수 있다.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서울(비. 4H 홍콩{기. 50H 쿤밍(기. 20H 청두 
诚都.기. 15H 꾸이양(貴陽.비. 2H 광저우{기. 3) 

ᅳ흥콩{비.4)^ 서울 
예상경비: 130만원〜15ᄋ만원

-  쓰환성의 성도(省都)인 청두(成都)는, 중 
국의 곡창 가운데 하나이며 항공과 열차가 발 
달한 교통의 요지이다. 역사적으로는 삼국지 
의 배경인 촉한(蜀漢)의 도읍지이기도 했다. 

쓰환신학원을 방문할 수 있고，더 깊이 들어 
가면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을 방문할 수 있 

다. 꾸이저우(貴州)성의 청두，꾸이양 역시 다 
양한 소수민족들이 살기 때문에 소수민족 정 
탐여행을 하기 에 좋다. 특히 티 벳인을 보기 원 
하는 경우 청두는 필수코스라 볼 수 있다.

(D서울<비. 2H 상하이(비. 3H 청두(비. 2H 라싸 
(拉薩.비. 7)ᅳ청두{비.3)ᅳ 상하이(비. 2)ᅳ서울

예상경비: 150만원이상__________________

ᄄ 서장자치구의 구도인 라싸는 라마불교와 
달라이라마로 잘 알려진 곳이다. 최근 티벳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선교여행자들의 발걸음 
이 많아지고 있다. 라싸로 가기 위해서는 반 
드시 스환성 청두를 거쳐서, 이곳에서 라싸로 
들어가는 입경허가중을 받아야 한다. 여행 전 
에 미 리 현지 가이드와 연락하여 방문자들의 
여권번호，비자번호，영문이름을 알려주고 입 
경허가중을 받아두면 편리하다.

주의사항: 티벳은 평균고도 5,000m 이상이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은 여행이 불가능하 
고, 건강한 사람도 대부분 고산병(두통, 현기 
증，구토 둥)으로 2~3일은 누워있어야 하므 
로，라싸에서의 체류 일자를 적어도 1주일은 

잡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강력한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곳이므로가기 전에 영

적，육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 

서북지역

《11박 I 2 일〜2주)

(D서울<비. 2H 베이징(기. 18H 시안(西공.기. 10)

-  란저우{蘭州.기. 31H 우루무치(烏魯木齊.비. 3)

—> 상하 o |(H 1. 2)ᅳ 서 울 
예상경비: 120만원 

:  폐이징에서 우루무치로 가는 기차는 68시 
간(3박4일)인데，중간 경유지에서 체류했다 
가 1주일 안에만 타면 되므로 시안，란저우 등 
실크로드의 중심지를 모두 볼 수 있다. 긴 여 
행이기에 체 력적으로 잘 준비 되어야 한다. 신 
장위구르 자치구인 우루무치는 ‘아름다운 목 
장’ 이란 뜻으로，36개의 소수민족이 모여 사 
는 도시 이다. 중국의 이슬람을 타겟으로 하여 
땅밟기나 중보기도를 하기 원하는 이들에겐 
필수이다. 이곳에선 실제 사역보다도 많은 중 
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적, 사회 
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므로 행동에 유의하고， 
많은 기도로 무장되어야 한다. 실크로드의 유 
명한 불교 유적지 돈황(敦皇)을 보려면, 란저 
우에서 15시간 기차를 타고 리우위엔(柳圓) 

까지 가서 버스로 3시간을 가면 돈황이다. 이 
곳에서 다시 ：i6시간 기차를 타고 북 무 치 로  

■̂다.

주의사항: 이슬람의 세력이 강한 이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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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국 단기선교여행 알고 떠나자

《15박 16일)

® 서울(비, 2H  베이징(기. 18H시인(기.14H 란저 
우<기.35)ᅳ 우루무치(烏魯木齊.버.36}- 카쉬가르 
博什.버.8)ᅳ 허텐(和田.버.36)ᅳ 쿠알라(庫爾勒. 

버.12H우루무치(기.68)ᅳ 베이징(비. 2)ᅳ서울 

예상경비: 120만원
a- 이 코스는 적어도 15박 16일 정도의 일정 
을 잡아야 볼 수 있는 코스. 가능하면 한달 정 
도를 잡아야 한다. 카쉬가르엔 동양 최대의 
모스크가 있고, 허텐에서는 달구지를 끌고 다 
니는 낯선 위구르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동 
양최대의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하여 쿠알 
라로 가는 코스는 건조하여 많은 물을 준비해 

야만 하는 곳이다. 장기간이고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체력이 강해야하고, 모슬렘 지역이라 
영적인 공격도 받기 쉬운 곳이어서 어느 곳보 
다도 강한 영성이 필요하다. 이곳의 사역자들 
에게 고추장 같은 한국 음식을 선물하거나 영 
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다. 무엇 
보다도 이곳엔 투박하지만 선한 하나님 이 사 
랑하시는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상 소개한 코스를 기초로，팀의 형편과 실 
제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면 된다. 위에 제시 
한 교통 소요 시간은 현지의 사정에 따라 얼 
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숙박 시설에 따라 예 
상경비도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선박 운항 (메리호) 스케클(7월~9월)
구간 요일 시간 비용

인천ᅳ위해 

위해ᅳ인천

화, 목, 토
■、 그  이  

丁 , n> s
18:00-08:00+1
17:00-08:00+1

상 :$160(160,00ᄋ), 
중 :$120(120,000) 
하 :$110(110,000)

■인천ᅳ청도 

청도ᅳ인천

수，토 

월，목

14:00-08:00+1
17:00-13:00+1

상  $130(130,000) 
중 $110(110,00ᄋ)

인천ᅳ단동 

단동ᅳ인천

화, 금 

목, 일
17:0ᄋ-ᄋ9:00+1 
15:0ᄋ-08:00+1

1 .$230(253,000) 2.$210(231,0000 
3 .$ 1 9 0 (2 0 9 ,0 0 0 ) 4 .$ 1 5 0 (1 6 5 ,0 0 0 ) 

5 .$ 1 2 0 (1 3 2 ,0 0 0 )

인천ᅳ 상해 

상해ᅳ 인천

금

화

15:00- 11:00+3 
15:0ᄋ-10:00+2

보 통 실 :1 0 5 ,6 0 0  2 인 실 :1 4 1 ,6 0 0  
가정  실 :1 6 9 ,2 0 0  호 화 실 :2 5 4 ,4 0 0  

구ᅵ빈 실 :3 5 2 ,8 0 0

인천ᅳ 대련 

대련ᅳ 인천

수，토 

화，금

18:30- 12:00+1
12:00-08:00+1

1 .$ 2 3 0 (2 4 1 ,0 0 ᄋ) 2 .$ 2 1 0 (1 8 8 ,9 0 0 ) 
3 .$ 1 8 0 (1 5 7 ,9 0 0 0  4  $ 1 5 0 (1 5 7 .9 0 0 ) 

5 .$ 1 2 0 (1 2 5 ,9 0 0 )

인천ᅳ천진 <13:00-다음닐 12:00+1)
출항일자
7 월
8 월
9 월

2,6,10,14,18,22,26,30
4,9,13,18,23,27

1,6,29

천진ᅳ인천 (11:00-12:00+1)
7월: 4,8.12,16,20,24.28 
8월: 2,6,11,16,20,25,30 
9월: 3,27

※ 9월의 운항일수가 적은 것은 배가 정기검진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임 
운항비
OW 3B(113,600), 3A(127，200), 2B(143，200), 2A(151，200)

ISK167.200) SWT(207,2G0)
RT 3B(198.800), 3A(222,600)，2B(250,600), 2A(264，6000

JST(29《60어，SWTBgg^QO) 
모든 요금엔 항만세 1,100 원1.이 별도이고, 상해를 제외하고 선상비자가 7)능하다.

※자료 제공■한반도여행사 TEL 722-0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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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운 항  스 케 을 (7 월 〜 8 월 )

서 울  SEOUL □  중 국  CH NA

목적지 유효기간 출발요n 출발시각 도착시각 편명 기종 등급 비행시 Z 경유지 경유지 
도착출발북경

□ 
□ 

□
m2 

m2 
in으 10:00

10:50
13:50

11:10
11:55
14:40

KE 851 
OZ331 
CA124

A332/339
767
767

FCY
CY
FCY

02:10
02:05
01:50

0
0
0

장춘 월수금 
화목일

11:10
12:20

12:30
13:10

0Z 337 
CJ 688

737
MD82

CY
FY

02:20
01:50

0
0

대련 월수금일 12:25 12:25 CA 686 A300 FY 01:00 0
광저우 1.6 - 일

화금 
월수토

08:50
08:50
09:00

11:20
11:20
11:45

CZ 3058 
CZ 3058 
0Z 3355

A320
A320
737

CY
CY
CY

03:30
03:30
03:45

0
0
0

하얼빈 화목 
월금

11:30
13:20

11:20
14:30

0Z 339 
CJ 684

737
MD82

CY
FY

02:30
02:10

0
0

청도 매일
매일

12:50
14:00

13:25
14:30

KE 855 
CA128

MD82/A600
737

Y/CY
FY

01:35
01:30

0
0

상해 매일수
매일

09:20
12:40
12:55

10:10
13:30
13:40

OZ3335/MU5048 
SU 600 

MU5042/OZ3275

747/767
IL96
A300

FCY/CY
FCY
CY

01:50
01:50
01:45

0
0
0

심양 화수목금일 
월수목토 

금

09:50
12:55
13:05

10:40
13:20
13:30

KE 859 
CJ 682 
CJ 682

A86
A300
A300

CY
FY
FY

01:50
01:50
01:45

0
0
0

천진 월수목토 12:55 13:50 KE 853 A86 CY 01:55 0
연태 수토일 

월목금
10:40
14:55

10:50
14:55

OZ307/MU550
MU550/QZ309

737
MD82

CY/Y
CY/Y

01:10
01:00

0
0

중 국  C H I N A  □  서 울  SEOUL

목적지 유효기간 출발요일 출발시각 도착시각 편명 기종 등급 비행시간 경유지 경유지
북경 매일

매일
매일

09:30
12:40
01:00

12:20
15:40
16:00

CA123 
KE 852 
ᄋZ 332

767
A332/333

767

FCY
FCY
CY

01:50
02:00
02:00

0
0
0

도착 출 발

장춘 화목일 
월수금

08:10
13:50

10:50
17:00

CJ 687 
ᄋZ 338

MD82
737

FY
CY

01:40
02:10

0
0

대련 월수금일 09:00 11:10 CJ 685 A300 FY 01:10 0
광저우 5.15- 월 

월수토 
목 
토

13:40
13:40
14:00
14:00

17:40
18:05
18:05
18:05

CZ 3057 
0Z 3365 
CZ 3057 
CZ 3057

A320
737

A320
A320

CY
CY
CY
CY

03:00
03:25
03:05
03:05

0
0
0
0

하얼빈 월금 
화목

09:00
14:40

12:20
18:05

CJ 683 
0Z 340

MD82
737

FY
CY

02:20
02:25

0
0

청도

□ 
□

[U으
 [U으 10:25

14:30
12:50
17:00

CA127 
KE 856

737
MD82/A86

FY
Y/CY

01:25
01:30

0
0

상해
매일 

월수금토일 
화목

08:25
09:20
11:45
11:45

11:10
11:55
14:40
15:50

SU 599 
MU5041/OZ3285 
OZ3345/MU5047 
OZ3347/MU5047

IL96
A300

747/767
767

FCY
CY

FCY/CY
CY

01:45
01:35
01:55
03:05

0
0
0

CJU 14:00/14:45
심양 월화목토 09:00

09:20
11:45
12:05

CJ 681 
CJ 681

A300 
A3 00

FY
FY

01:45
01:45

0
0

나 화수목금일 12:1.0 14:55 KE 860 A86 CY 01:45 0
이 ! 1

천진 4-V 월수목토 14:50 17:35 KE 854 A86 CY 01:35 0
연태 월목금 

수토일
11:55

12:00
13:55

14:00
- MU549/OZ310 

OZ3Q8/MU549
MD82
737

CY/Y
CY/Y

01:00
01:20

0
0

※匕日-대한항공, Z0-아시아나항공, CA-중국국제항공, MU-중국동방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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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롱 는 한불빙”
■ 휴 대 폰 을  든  가 정 교 회  지 도 자 ( I I )

왕쓰웨

끝내 갖지 못한 대화의 시간
휴대폰 전화로 알려온 긴급한 일로 인해 지도자 훈 

련 장소를 떠난 허(何) 형제는 다음 날에도 또 왔다. 

첫 번째 만나 긴 대화를 한 후 떠나면서 나에게 “또 
상담하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나와 대 

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다. 훈련장소에 온 그는 다른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거나 또 같은 계열의 가정교 

회 동역자들과 모여 무엇인가 신중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와 눈이 마주칠 때 그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손짓을 했다. 나는 솔직히 그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그에겐 그럴만한 시간이 

없었다. 한번은 지도자들끼 리 저녁식사를 하는 자 
리에서 허 형제는 나를 보면서 "왕 선생님과 이야 
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내가 맡은 두 주간의 지도자훈련은 순조롭게 끝 

났다. 나는 대만에서 온 탕(湯) 교수와 함께 문을 나 

오자 마자 남의 눈을 의식해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재빨리 타고 훈련장소를 떠났다. 그 택시는 
가정교회 한 성도의 영업용 택시이며 지도자훈련 

교수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탕 교 

수와 나는 뒷자석 에 탑승했다. 그런데 옆에 타고 있 
는 사람이 다름 아닌 허 형제가 아닌가. 나는 마지 
막 날에 허 형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못 만나고 떠 
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가 택시에 타

고 있어서 음이 놓였다.

우리가 타고 있는 택시는 역으로 향하고 있었으 

며，허 형제는 우리에게 “피곤하실텐데 눈을 좀 부 
치시지요:라고 하였다. 택시는 한 시간 정도 질주 
한 후 역에 도착했다. 탕 교수는 다음 D지 역의 지도 

자훈련을 위해 한 시간 후에 출발히는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먼저 택시에서 내려 역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택시에서 굳은 악수를 나누고 이별하였다. 

나도 당일에 Y지역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열 

차가 출발하려면 아직 네 시간의 여유가 있어 허 
형제와 택시를 타고 허 형제 집으로 가서 휴식하기 

로 했다.

S 밖에 방문한어 형제 가정
허 형제의 집은 W시의 외곽지역에 있는 6층 짜리 

아파트의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었다. 6층까지 짐을 
들고 좁은 계단을 통해 걸어서 올라가니 숨이 찼다. 

집에 들어가자 그의 부인과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 
는 아들이 기쁘게 맞아 주었다. 그의 집은 작은 방 
두 개와 통로를 겸한 거실，매우 작은 부엌 하나, 화 
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 10평정도 되어 보 
였다. 허 형제의 부인은 지도자 훈련 때 훈련생으로 

본 기억은 있지만，소개를 해주지 않아 그녀가 허 

형제의 부인인지는 몰랐다. 그녀는 차와，과일과 땅 
콩이 담긴 접시를 부지런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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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원그림

건넛방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마친 허 형 (

제는 내가 있는 방으로 와 앉았다. 허 형제는 (、

“누추한 곳이라 죄송합니다. 과일을 좀 드시고 
침대에 누어 쉬시지요:’ 라고 하였

다. 나는 “쉬는 것은 열차에 올라 ^ ----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 一

은 허 형제와 대화를 나누고 사 ᅵ P

역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 
다.” 라고 하였다. 그의 눈에는 빛 

이 났고 입가에는 웃음을 띄고 있었

1

어 형제 o隱의 금식기도
그 때 그의 들이 방문 옆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 

다. 나는 이름이 무엇이고，몇 살이냐고 물었다. 그 
의 아들은 허 형제와 너무 비슷하여，얼굴만 비교하 

면 이건 완전히 닮은꼴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과일 
을 건네주었다. 그 때 허 형제 부인은 최근 이들이 
학교 교사로부터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는 이 

야기를 했다.

그의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학 

교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갈 것이라 생각하니 저절로 전도 
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친구들이 그의 
전도에 대해 담임선생에게 알려, 선생으로부터 심 

한 꾸중을 듣게 되었고，허 형제 부인도 이 일로 인 
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담 

임선생님은 또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종교는 미 
신이요，종교를 신봉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 
이기에 종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고，허 형제의 

아들은 이 말을 들은 날부터 선생님을 위해 금식기 

도를 하였다고 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금식기도를 한다는 말에 놀랐으며，그에게 금식기 
도 할 때 배고프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들은 

“선생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른다는 사 
실에 슬프고, 그 슬픈 마음 때문에 배도 고프지 않 

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비록 나이는 어

리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그의 심성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 허 형제와 

허 형제 부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 
다. 순간 나는 나의 아들 더닝 (德寧)과 더릉(德融)을 

생각했다. 나는 과연 나의 두 아들에게 영혼 사랑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로서 그들에 

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허 형제 ^들에게 탁상 
위 에 있는 바나나 한 개를 더 주었다. 참으로 사랑 
스러운아이였다.

어 영제 부인의 병원전도

허 형제 부인은 병원 간호사였다. 그것도 수간호사 
였다. 그날 나는 허 형제가 나에게 교희 사역을 말 
해주면서 교회가 그의 부인을 통해 병원전도를 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병원전도, 나는 중국대륙 
에서도 병원전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보지 못했다. 매우 흥분된 심정과 호기심을 갖고 허 
형제 부인에게 병원전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보았다.

허 형제 부인의 병원전도는 먼저 동료 간호사와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시 
작되었다고 한다. 불친절과 뇌물 풍토가 만연된 중 

국 병원의 현실에서 허 형제 부인은 그리스도의 사 
랑으로 환자와 동료간호사를 대하였고，먼저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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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절과 사랑에 감동 받은 환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환자들은 허 형제 부인이 그들을 위해 
해주는 기도를 매우 좋아하였다. 그는 주위의 시선 

에도 불구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동료 간호사를 위해서도 기 

도해 주었다. 열매는 놀랍게도 많았다. 환자를 비롯 
하여 환자의 보호자와 가족, 간호사와 의사들까지 

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자 허 형제 부 
인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예 

배모임과 성경공부반을 시작하였고 간호사 중심으 

로 병실 전도팀도 구성하여 병실에 들어가 찬양과 

복음전도를 서슴치 않았다. 나는 병원당국으로부 
터 제재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병 
원의 고위 간부로부터 몇 번의 경고를 받은 적은 있 
었으나，기독교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기독교인이 된 간호사와 의사들이 업 

무에도 성실할 뿐만 아니라 친절과 사랑의 사람들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병원 측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히 병원에서 진료 

를 받고 퇴 원한 환자들이 허 형제 계 열의 교회로 들 

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병원전 

도는 현재 전도조, 양육조，찬양조，예배조，상담조 
등 총 다섯 조가 사역을 하고 있으며，모두 간호사 
와 의사 그리고 병원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한다. 이 곳에서 허 형제는 주 1회 예배 때에 

설교를 담당하고 양육조에 대한 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믿기 어려운 거리에서의 전도집회
허 형제는 나에게 “왕 선생님，작년 설날에 시 외곽 
에서 했던 전도집회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붙박이 장 서랍 안에서 테이프 하나 

를 꺼냈다. 나는 허 형제 부인의 병원 전도 이야기 
를 얼빠지게 듣다가 텔레비전에서 전도집회 광경 

이 녹화된 비디오를 보며 다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주택가의 거리에서 허 형제 교회의 노방

전도팀이 전도 집회를 하는 실황을 담은 비디오였 

다. 처음에 10명 정도의 남녀가 찬양을 하면서 사람 

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고，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 

자 노년층 여성으로 구성된 무용팀이 찬양과 함께 

무용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복장과 소도구를 제 
대로 갖추어서 말이다. 젊은이의 찬양과 노년층의 
무용은 모두 교회 반주팀의 반주와 더불어 진행되 

었다. 5명으로 구성된 반주팀이 중국의 전통 악기 
를 갖고 신나게 반주하였다. 다음에는 8명으로 조 

직된 연극팀 이 나와 연극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혹시 공안 경 
찰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녹화필름을 유심히 보 

았다. 연극 내용은 인생에 대해 회의와 절망을 갖게 
된 어느 행인이 예수를 영접한 이야기였다. 연극이 

끝나자 허 형제가 나타났다. 그는 추운 겨울 거리에 
서 전도설교를 원고 없이 성경책 하나 들고 한 시간 

동안 했다. 신기한 것은 주변의 사람이 점점 많아져 
그날 거리에서의 전도집회에 5백 명 이상이 참석하 
였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허 형제는 구원의 초청 

을 하였고, 많은 이들이 손을 들면서 영접을 하였으 

며，허 형제가 영접기도까지 인도하였다. 정식 집회 
는 이것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후 한쪽에서 상담팀에 의해 신앙상담을 진행하 
였다. 그것도 추운 거 리 에서 말이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원래 매우 긴 것이었지만 허 

형제는 내 열차시간을 고려해서 많은 부분의 화면 

을 빨리 돌렸기 에 20분 정도만 보았다. 나는 노방전 

도팀이 총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그는 40여 명이 된 
다고 했다. 이 전도팀은 찬양，전도，상담，무용，연 

극 등 각 방면에서 잘 훈련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허 형제는 이 전도팀이 지난 부 

활절에도 극장을 빌려 개최한 전도집회에서 활약 

을 했다고 했다. 나는 또 ‘극장을 빌려 개최한 전도 
집화 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그것은 또 무엇이냐 

고물었다.

거리의 전도집회 테이프가 준 충격이 채 가시지 

도 않았는데, 나는 또 극장을 빌려 전도집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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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허 형제 교회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 

절 등의 절기를 통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빌려 
전도집회를 해왔다. 지난 부활절 전도집회에는 2천 

여 명의 사람이 와서 극장을 꽉 메웠다고 한다. 그는 

부활절인 주일 오전시간에 3시간 동안 극장을 빌려 

준비한 무용과 찬양，연극을 보여주고 복음설교를 
하면서 전도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모임에서 결신 

자가 천명 이상 생겼다고 했다. 나는 이 엄청난사역 
들을 들으면서 마치 이상한 나라에 온 엘리스와 같 

은 심정이었다. 허 형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매 

우 많았는데, 계속되는 충격적인 사역 이야기 속에 

서, 나는 질문을 던질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했다.

나는 허 형제 교회에 많은 전도팀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교회 에 또 무슨 전도팀이 있느냐고 물 

었는데 그는 열차전도팀이 있다고 하였다. 열차전 

도팀, 이것 역시 처음 듣는 소리였다. 허 형제 교회 
에는 전도의 열정과 비전이 강한 사람들로 구성된 
열차전도팀이 있는데 이들은 열차 역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역 플랫폼에 열차가 정차하는 동안 열차 
로 들어가 전도한다는 것이다. 열차가 정차하고 있 

는 짧은 시간 동안 열차로 들어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 
다:’ ,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 삶을 시작하세요:’

등의 말을 외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열차가 
발차하기 직전에 열차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보^  

한 사람이 열차의 한 칸씩 맡기 때문에 15명 정도가 
함께 역으로간다고한다.

어 형제의 작은 g  정색 가방
허 형제는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나에게 “열차전도 

의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길 뿐 

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열차전도팀이 교회의 전도 
팀 가운데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는 이 때 공안국의 제재와 사역의 안전성과 장기성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묻고 싶었다. 그러던 찰나 그 

는 나에게 건넛방 문 옆에 있다는 가방을 가리키면 
서 또 말하길 “왕 선생님，저는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저의 부모님은 위험과 

핍박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도를 하셨 

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공인국이 아니 

라주님의 책망입니다. 저 작은 검정색 가방은 제가 
언제든지 공안국이 오라고 할 때 가져가는 가방입 

니다. 작은 성경책 하나와 세면도구，그리고 옷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잡혀갈 각오가 되어 있습 

니다. 제가 잡혀도 우리 교회는 끄덕 없습니다. 주 

님과 동역자가 계시니까요:’라고 하면서 그의 얼굴 
에 비쳤던 비장함은 말을 마칠 때 환한 웃음으로 바 
뀌어갔다.

열차 탈 시간이 되어 나는 그의 부인과 이들에게 
작별을 고하고는 허 형제와 함께 집 에서 나왔다. 많 

은 질문들이 온대간대 없이 사라졌다. 질문할 것이 

없어졌다. 우리는 밖으로 나온 후 별말을 하지 않았 
다. 역까지 나가겠다는 그를 만류하고 혼자 역으로 
가 열차 위에 올랐다. 열차가 떠날 때 간간이 보이 
는 네온사•인의 불빛이 그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그 

러나 아니다. 그 도시를 밝히는 것은 네온사인의 불 

빛이 아니라 허 형제와 허 형제 교회의 전도팀，그 
리고 귀한 성도들이 었다.

ᅳ 왕 쓰 웨  목사/본지 편집위원.

〈중국복음선교회〉중국선교사훈련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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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니다

김화목

i  吾 Ĥ U
월요일 오전 11시 45분, 몇 개월만에 이 곳을 다시 
밟으며 대학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정 선교 
사님, 그리고 현재 학생 신분인 두 형제와 저녁을 

먹으며, 최근의 중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 

다. 올해 천안문 사태 10주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창 
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외면상으로 그리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계속되는 외지인 호구조사와 외국 

인 거주둥기 압박 등의 불안한 조짐들이 괜스레 우 
리 사역자들을 위축되게 만든다. 설상가상으로 5월 
초，나토의 유고 중국대사관 오폭사건은 중국인들 

의 반미감정을 고조시켰으며 이것이 점차 반(反)기 
독교 감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2- 생앙^ 니다.
이튿날, 한 중국인 형제와 함께 동북지역을 방문키 
로 했다. 기차를 타고 네 시간 정도 지나서 목적지 

인 Y지역에 도착했다. 도착한 날이 마침 수요일이 

라，우리는 이 지 역 형제들과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린 

후，모인 30~40명의 형 제자매들과 그 동안의 상황 

과 은혜를 나누었다.

최근 이 지역은 외지인이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 양회(兩會-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기독 

교협회를 가리킴 -편집자 주)와 당국이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진행해 나갔다.

나이 많은 쉬(許) 자매는 우리를 눈물로 맞이해 
주었고，오후의 일거 리를 마다하고 먼길을 달려 온 
처소장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처소장 

은 그동안 이단 시비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지냈 

다. 또한 이 일로 인해 다른 사역자들과 오해가 있 

었으나，그 날 저녁시간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옛 
우정을 되살릴 수 있었다. 그는 내가 무척 보고 싶 
었다고 했다.

이날 모인 형제자매들은 이 시대에 우리들도 다 

윗처 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 기다가 주의 나라에 
갈 것을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 지역에 탈북자들 

이 중가하여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국가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미국 의 

회는 이들을 위해 지원을 하려 한다는데，과연 우리 
나라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를 생각 

할 때 쉽기만 하다. 참으로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더러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헌신적 

으로 이들을 돕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협 력했으면 한다. 바울 

의 말이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다만 우리 에게 가 
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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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원 그림

수 없어 심신이 연약해져 있었다. 대신 성경학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감사했다. 형제는 자기를 위해 
꼭 기도해 달라고 하였고, 이전보다 더욱 열심을 내 
겠다고 하면서 직장 이전 문제까지 고려하는 중이 

라고 하였다. 감사한 일이다. 형제와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함께 주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또한 이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3명의 형제와 4 

명의 자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 

고 힘주시기를 기도한다. 어떤 때 우리는 너무 지나 
친 염려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들의 경험과 

행위를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일이 더욱 어려워 

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주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 
리를 인도하시지만，그렇다고 우리 자신의 의지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노력 

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님의 인도가 요구된 

다.

이튿날 나는 아침 에 묵상한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을 통해 큰 위로를 얻었고，이 말씀을 그 처소교회 
에 보내기로 했다.

"이는보좌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 러라. ”

김화목/중국 선교사

더디7 f  방 w f - t  ch h
동행한 형제와 함께 아침 묵상을 하면서 ■ f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 은혜를 얻었다. |

Y지 역으로부터 기차로 14시간 정도 떨 

어진 G시에 도착했다. 이곳에 있는 가 ■

정교회 형제자매들 모두 잘 지내고 있었 ■  |

다. 성도들의 생업은 번성하고 있었고 
신앙 또한 잘 성장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서 기 업을 운영하는 믿음 좋은 한국인 부부 집사님 

이 우리들을 잘 돌봐주셨는데，자신의 일들도 층실 
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었다. 이런 분들로 인해 이 

곳 중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 
고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지난번 장(張)형제에게 성경공부 문제지를 주었 
기에 이번에 받기로 했는데 지금 출장 중이란다. 그 
는 지금 많은 현실의 문제들로 고민 중에 있다고 한 

다. 주님께 향한 그의 음이 혼들리지 않도록 도우 
시기를 기도한다.

이곳 가정교회의 왕(王) 전도사와 밤늦게까지 주 

님의 일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더디지만 진척되고 
있는 이곳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우하는 당7 , 기 i 착 분̂ 다.
밤차로 10시간을 이동하여 아침 일찍 묘시 에 도착하 

였다. 1년 전 이곳에 오신 김 선교사님과의 대화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곳에 심어야 할 지, 그리 

고 복음 안에서 가져야 할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다 
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두 세 군데 처소는 얼마 전 당국에 의해 집회가 
중지되었고，지금 남아 있는 한 군데도 어렵기는 마 

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약 20명이나 모였던 이 가정 
교회가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7~8명만 

남아 있다고 한다. 이나마 모두 연약해져서 교회의 
미래를 어둠게 하고 있었다. 설교를 담당하는 P형 
제는 직장으로 인해 한 달에 한 번 밖에 교회에 올

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갈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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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S i 간 i  나 으 l  0iAi

정리/ 즈후이(知惠)

이것은 가난한  ̂ ■간벽지에서 보내온 간증 

이다. 이 간증은 우리같이 도시에서 태어 

나 지식과 정보에 혀버린 현대인^ ^  

이성적이고 의심 많은 入1림들에게 단순하 

고 순박한 생 ^속 에 서  사는 人！람들을 향하 

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영광을보여 

주는글이다.

■정리인 주

내가 태어나기도 전，1957년에 나의 어머니는 심한 

정신병에 걸렸다고 한다. 가족들은 집안에 있는 돈 

을 다 썼지만, 어떤 약으로도 어머니의 병은 고칠 수 
없었다. 그 때 아버지는 예배드리고 돌아온 마을 사 

람들로부터 교회에 참 신이 있으며, 자기의 죄를 인 

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밥 

먹는 것도 잠 자는 것도 잊어버 릴 정도였다.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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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은 마침 주일이었다. 아버지는 집안일은 제쳐 
두고，오로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서 죄를 회 
개하고 복음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을 것만 생각 
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지 겨우 일주일 

이 지났는데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계속 
해서 세 차례 예배를 드린 후 어머니는 정상으로돌 

아왔다.

그 해 우리 마을에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 
았으므로 아무도 그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께 회개하며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듬해 봄에 죽고 말았다.

나는 1959년에 태어났다. 그 때 우리 부모님은 모 

두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길이 세상의 어떠한 길보다 낫다는 뜻으로 

'따오성(道勝)’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좀더 자란 후에는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 

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되 

었다.

15세가 되었을 때부터 나는 혼자 예배에 참석했 
으며，25세에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나는 큰 시련을 겪어야 했다. 1990년 봄 
어느날，주일 오전이었다. 작은 아들을 큰 오빠에게 
맡기고 온 식구는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갔다. 집안 

일이 바빠 큰 오빠가 애 돌보는 것을 깜박 잊어 버 
린 사이에 작은 아들은 바깥에 나가 물놀이를 하다 
가 그만 물 속에 빠지고 말았다. 두 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아이를 찾을 수 있었지만，아이는 물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큰 오빠는 이 사건 
때문에 심하게 울었으며 아이를 자기 에게 맡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미안해했다.

소식을 들은 교회의 형 제자매들이 재빨리 교회 에 
이 사실을 알렸다. 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다

가 우리 아이의 소식을 듣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원래 왕진을 왔던 의사는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살아날 가망이 없다며 수술이나 진료조차 하지 않 
았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의사가 살아날 가 

망이 없다고 밀하자마자 아이가 살아났다. 참으로 

하나님은 능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병든 자 
를 강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

1992년에 나는 심한 결핵에 걸려 6개월 동안 침상 

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주님의 인 
도하심에 따라 나는 침상에 누운 채 교회 성전에 들 

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 후 내 몸이 많이 좋아 
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며 몸을 많이 움직일 수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평안하게 예전 상태 

로 회복되었다.

나는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견고 
한 지를 알아보려고 시험하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어떤 때 나는 하나님의 시 련을 잘 견뎌야만 좋은 성 
도가 된다고 스스로 말하곤 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여러 번 그의 큰 능력을 나타 

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빚진 자임을 마음 깊이 느낀다. 나는 내 일 
생에 일찍이 주님을 만나 영생의 길을 선택하였으 

며，생사를 하나님께 의탁했다. 이제 더 이상 나만 
의 염려를 위해 살지 않고 온 마음과 힘을 하나님의 
일에 쏟으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축복 

과 은혜를누리게 될 것이다.

정리 . 즈후o |/중국사역자 

출처/ 〈展望中華〉- 9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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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 국전교사 행전 (32>

거 룩 한  열 정 에  사 로 잡 힌

월 리 엄  찰 머 스  번 즈

루스 터 커 (Ruth A. Tucker)

월리 엄 찰머스 번즈(William Charlmers Burns)는 사 

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에 사로잡 
힌 선교사였다. 그는 자기의 살고 죽는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 
귀히 되는 일에 기꺼이 자기의 삶을 회생했다. 그리 
고 그는 많은 문서 사역을 한 학자였을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회개의 바람을 일으킨 뛰어난 설교가 
이기도 하였다. 그는 20년 동안 중국이라는 넓은 들 

판에서 씨뿌리는 자의 역할과 추수하는 자의 역할 
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해 내었다.

이러한 번즈의 행적은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을 

본받고자 하는 많은 중국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더 
실질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번즈
번즈는 영국령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해밀턴 번즈 
(William Hamilton Bums) 목사 가정에서 1S15년에 

10남매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 번즈가 태어난 곳 
은 앵거스(Angus)이지만 6살이 되었을 때 킬시스 

(Kilsyth)로 이사온 후로 계속 그곳에서 자라났다.

그의 가정은 대대로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었으므 
로 번즈는 어 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 

라났다.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들의 신앙에 많은 관 
심이 있어서 주일에는 주일예배 말고도 아침 식사 
하기 전에 서재에서 30분 동안 개인적으로 성경책 

을 읽어주었고，주일 저녁에는 교리 문답 공부와 기 

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이런 아버지의 관심 
과 후원은 여러 자녀들로 하여금 기꺼이 주의 일에 

헌신하게 했을 뿐 아니라，번즈가 세상을 좇아가려 
고 할 때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택하신 그롯
번즈는 중 •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 졸 

업하고 대학에서도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 

번즈가 대학 2학년이었을 때는 세상적인 정욕으로 

법률가가 되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자기가 선택한 길이 

옳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아 
버지가 그에게 준 파이크(Pike)의 『이른 경건내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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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다.

그는 헌신의 첫 걸음으로 1834년，글래스고우 대 

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 신학교 재학시절 그는 많 
은 논문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학생 선교회(S.M.S) 

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이 때 해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으며 많은 영적인 훈련 

들을 받을 수 있었다.

일시스에서 일으킨 부5

그는 신학 4학년부터 선교사로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역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파송 단체 선택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그는 자신의 진로를 놓고 기도했고 당분 

간 영국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곳에 
서 일하기로했다.

1839년 4월, 번즈는 던디에서 7개월 동안 맥체인 

목사를 대신하여 던디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명 설교가인 맥체인 목사를 대신하여 강단에서 설 

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었지만 그는 곧 설 
교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 
이 그의 교회로 몰려들었으며 던디 전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더욱 유명하게 한 사건은 자기의 고 

향 킬시스에서 일어났다. 그가 처남의 장례식을 참 

가하기 위해 킬시스에 갔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너무도 강하게 들어 그는 

야외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 날 아침은 마침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번즈는 큰 확신에 차서 하나 

님의 진노에서 속히 그리스도께로 피하라고 퇴쳤 
다. 그때 성령이 마치 오순절 날 불어닥친 강한 바 

람처럼 그곳에 모인 수백명의 영혼에 내려졌고 500 

명 정도가 회개하며 앞으로 나와왔다. 그 일은 번즈 
가 24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번즈는 던디교회 에서 의 사역을 끝낸 후에도 스코 

틀랜드의 많은 도시와 읍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가 
가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으며 자신들의 죄 
를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는 “십자가 없

이는 영광이 없다.” 라고 스코틀랜드 땅 전역에 외 
치고 다녔다.

또한 1841년에는 에딘버러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하기도 하였다. 그는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교구를 

돌아다니며 성경 공부를 가르쳤으며，토요일 오후 
에는 어 린이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대 
학생 모임도 창설하여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기도 

했다. 또한 공동체，교도소，소년원，병원들을 찾아 
가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 

이 몇 년 동안 할 일을 몇 달만에, 여러 주일에 걸쳐 
할 일을 며칠만에 해 치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열정과 진실한 가르침에 감탄했다.

"이제 중국으로”

1846년 번즈는 계속 부홍사로 사역할 것인가 아니 
면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 
다. 그는 이제 선교사로서의 소망이 더 강해지고 있 

었다. 그래서 그는 1847년 6월 〈영국장로교선교회〉 

의 파송을 받아 배나틴 호를 타고 중국을 향하여 가 

게 되었다.

그는 그 배 안에서 그 새로운 미개척지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감회를 이렇게 적었다.

‘나는 즐거이 가고자 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주의 은혜로운 뜻이 있는 곳임을 느낀다. 세상의 모 
든 끝이 주를 기 억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 
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 찬양해 야 한다. 왜냐하면 모 

든 세계는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는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씨聖 宇리며, 5 단을 추수하며 …

꼬박 다섯 달 동안의 항해를 마치고 11월 13일 홍콩 
에 도착했다. 그는 중국어 습득에 열심을 내었다. 

그러다가 1949년 2월，번즈는 어느 정도 언어가 준 

비'되자.복음전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는 중국인 사역자 한 명과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홍콩을 떠나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어떤 곳에서는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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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슨 테일러와의 동역 7개월

1854년 번즈와 함께 협 력 

하던 영 선교사는 부인의 

죽음으로 층격을 받아 본 

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영 선교

사는 동행할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번즈가 그와 함 
께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때는 번즈가 중국 

에 온 지 7년이 되던 해 였다. 그러나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휴가는 중국에서 날아온 목자를 찾는 양들 

의 요청 에 한 달만에 끝나고 말았다.

1855년 안식년에서 돌아온 번즈는 상하이(上海) 

로 본거지를 옮겼다. 그 곳에서 번 즈 는 〈중국내지 

선교회(C.I.M)〉창설자인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7개월 동안 협력하게 되었다. 그들 

은 배를 타고 징쑤성(江蘇省) 남쪽，저장성(浙江省) 

북쪽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허드슨은 번즈와의 만남을 그의 일 

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 해 가을，하나님의 인도로 나는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종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출발하여 

배 위에서 생활하며 수개월 동안 함께 다니 면서 말 

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 사모하는 그의 삶은 거룩하고 존경스 

러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

도 했다.

장승원 그림

머물기도 했고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면 좀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이런 선교여행 

을 네 차례에 걸쳐서 했으나 당장 열매를 거둘 수는 

없었다. 단지 미 래에 풍성히 결실을 거둘 것을 믿음 
으로 바라보며 씨 뿌리는 작업을 한 것이다. 선교여 

행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냉대는 물론 강도를 만나 

입고 있는 옷만 제외하고는 모두 빼앗긴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마다 번즈는 그들을 원망하기보 
다는 흑암과 죄 에 깊이 잠겨 있는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1851년 6월 , 번즈는 난징조약(南京條約)으로 외 

국인의 거주가 합법화 된 샤먼(度門)으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 샤먼에는 이미 많은 

선교시들이 와 있었으며 번즈는 그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사역을 하였다. 샤먼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2，3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하루에 대여섯 번 말 

씀을 전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데 

서 우상과 족보를 태워버렸고, 주일에는 가게를 열 

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그는 가끔 내륙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 

다. 일주일에 30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를 중국에 뿌렸다. 그는 이렇게 힘들게 복음' 

을 전하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1년치 월급인 250프랑을 긋 즈

고향으로 보내어 더 많은 일꾼 그̂ /riS 녹
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한 샤먼에 있으면서 천로역정을 샤먼 방언으로 
번역을 했으며 중국어 찬송집을 편찬하기

ᅵ2그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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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제를 나눌 때, 고갈된 나의 심령은 만족을 얻 

을 수 있었다. 그는 항상 훌륭하고 정확한 견해와 
영적 통찰력으로써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사람으 

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으로 모든 생명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번즈 역시 허드슨에게 영향을 받아 그 때부터 양 

복을 벗고 중국 옷으로 갈아었입으며 복음을 위해 
중국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

1857년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때，영국 군대 
는 번즈에게 소령 계급과 월급을 제시하며 영국군 

군목직을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 이것은 분명 경제 
적으로 풍요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런 직위가복음중거에 좋지 않는 영향을끼 
칠 것으로 생각한 번즈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중국 선교였다. 그 어떠한 세상의 

쾌락과 명 예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이 되기 익하여
1863년 번즈는 베이징에서 새로운 중국 사역을 펼 

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시용했던 아모이어와 
상하이어 외에도 또다시 베이징어를 배워야 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언어를 배웠다. 그리하여 베이 

징어로 중국어 찬송시를 작시 , 편집하였으며，‘천 

로역정’ 을 베이징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리고 히 

보리어 시편을 중국풍의 넉 자 대칭을 이루는 문체 

로 번역하였다. 이 렇게 번즈는 사역지를 옮길 때마 
다 현지 언어를 완전히 습득하여 그곳 언어로 복음 
을 전하고 성경과 찬송가를 번역하였다. 또한 베이 

징 근교에 있는 시골을 돌아다니 며 복음을 전하기 
도 하였다. 그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 

어지는 일에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

“거아든지 띠나든지 주를 기™시게 아는 자 되 
기H 임쓰노라”

번즈는 1867년 말부터 심한 오한과 열이 나기 시작 
했다. 그리고 그 중세는 5개월 동안 계속 되었고 결 

국 다음 해 4월, 5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오래 전부터 두려움 없이 준비하고 
있었다. 그 당시 어머니 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결국 

어 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미 리 이렇게 글 

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 은혜를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마음의 준비가 되 

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의 부고가" 어머니께 당 
도할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저 하늘 보 
좌 앞에서 즐겁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의 죽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맞이 

하는 죽음과 같이 감사와 소망이 있었다. 그리고 C. 

T. 스터드의 “예수님 이 만일 하나님 이시고 그 분이 

정녕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분을 위해 바치는 어 
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번즈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보여주었다.

ᅳ 정 리 /팍  숙 ■본지 편집기자

' •이 글 은 「크리스찬다이제스트』의동의를받고 
<5인의개척선교사)에서 발췌한것이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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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이야기 (다)

희어져추수할 중국 땅에보내어진

일꾼들 - 독일，조선，캐나다
이삼열

1840년대 개신교 선교사 수는 20명, 1858년에는 80 

명, 1895년에는 20개의 선교부와 200명의 선교사, 

그리고 1905년에 이르러는 선교사 수가 1858년의 

40배인 3，200명으로 중가했다. 비록 영국과 미국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긴 했지만, 그 외 독일과 캐 

나다，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채 30년도 안 된 

조선이라는 나라도 중국에 온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들이 중국 땅에 홀린 피와 땀방울로 중국에 복 

음의 씨가 편만하게 뿌려졌으며，50년 간의 공산당 

의 박해 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꽃을 피우고 있다.

다음은 19C~20C초에 걸쳐 중국에서 활동한 독일， 

조선，캐나다의 선교단체들이다.

1. 독일계 교단들
독일 선교사 하면 제일 먼저 칼 구출라프(Karl 

Gutzlaff)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구출라프 목사 

는 일찍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네덜란드 선교회 소 

속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나，그곳 

에서 중국 피난민들을 위해 사역하였고 결국 1831 

년에는 중국에 들어와 정기선，마약선，함선들을 타 

고 중국 연해안과 한국 연해안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했다. 1833년부터는 중국인에게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전하기 위해 중국인 복장을 하고 능통한 중

국어로 중국 내륙지방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다.

아편전쟁 후 그는 홍콩에 본거지를 정하고 중국 

복음화를 계획했다. 중국에 파송되는 독일 선교사 

들은 반드시 홍콩에 들러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했 

다. 또한 그는 중국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 홍콩에 

신학원을 설립하여 300명이 넘는 중국인 사역자들 

을 훈련하여 파송하였다. 또한 파베르(E. Faber) 선 

교사는 문서사역을 했으며 논어 • 맹자에 대한 저 

술로 유명하다.

2. 조선 장로회
복음을 받이들인 지 28년이라는 짧은 시일 내에 급 

성장한 조선 장로교희는 1912년 9월 조선장로회총 

회를 창립하였다. 조선장로회총회는 창립 기념 사 

업으로 해외선교 사업을 착수하였다. 산둥(山東)성 

라이양(萊陽)을 첫 시■역지로 정하고 1913년 첫 한국 

인 중국 선교사 박태로，사병순，김영훈 둥 3명을 
정식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러나 질병과 문화적 차 

이로 잘 적응하지 못해 박태로 선교사는 1915년에，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는 1916년에 귀국하고 말았 

다. 그러나 그들은 3년 동안 교인 40명과 3명의 세 

례인을 배출한 교회를 탄생시켰다.

조선장로회총회는 낙심해 있을 중국 교인들을 위 

해 1917년 5월에는 방효원 목사와 홍승한 목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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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에는 박상순 목사를 파송하였다. 조선장로 

회는 이들을 파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다.

“첫째, 중국에 파송되는 조선 선교사들은 본국에 
서 임명중서를 가지고 가서 중국 목사가 되는 것입 
니다. 둘째，선교사들은 완전한 중국 사람이 되어 
그들과 같이 울고 웃고,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 

다. 셋째，조선 선교사들은 중국인의 장점만 보고 
장점만 말하고 단점은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러한 권면을 받고 중국으로 떠난 한국인 선교 

사 3명은 그 권면대로 행하여 많은 결실을 얻었다.

5년 간의 선교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결실을 거두었 

다.

총 신도수 : 818명/ 세례 교인수 : 585명/ 교회 건물 
건축 : 12동/ 예배 처소 : 30개 처/ 남자학교 : 11교/ 

여자학교: 2교/ 남학생 수 : 303명/ 여학생 수 : 55명 
1922년에는 이대 영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그리하여 방효원과 박상순 목사는 라이 양에서，홍 

승한과 이대영 목사는 지모(卽墨)에서 사역했다. 

1931년，장로회 여전도회에서는 김순호 여자 선교 
사를 중국으로 파송하였고, 1937년에는 방효원 목 

사의 아들 방지일 목사를 파송하였다.

선교사의 계속적인 중가는 산등성 선교가 성공리 

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입중해준다. 이와 같이 조선 
교회의 선교사들이 중국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사들의 마음과 피선교지 사람들과의 
마음이 상통하여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 

사가충만했기 때문이다.

3. 캐나다 장로회

캐나다 장로희는 1861년 멕케이(George Mackay) 

선교사를 대만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대만에 온 지 

6년째 되던 해，멕케이 선교사는 자신이 처음으로 

전도했던 천타사오(陳塔嫂)의 외손녀 장총밍(張總 
明)과 결혼했다. 그 후 이들은 동역자가 되어 열심 
히 선교사역에 임했으며，장총밍은 여전도회를 조 

직하여 대만 여전도회를 이끈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단쑤이(淡水)에 작은 집을 빌려 교회를 시작 

했는데 대만인들의 박해가 심했다. 그러나 1873년

2월, 5명이 세례를 받게 되면서 멕케이의 중국선교 
는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7년 동안 20여 개의 교회 
를 세웠고교인도300명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그는 캐나다 장로회에 의료 선교사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대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우진학당(牛津學堂)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멕케이의 노력으로 대만 교회는 급속도 

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01년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오 
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선교에 힘을 

기울였다.대만인들은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었다고 칭찬하며 후대 역사가들은 •대만 선교의 아 
버지’ 라고 부른다.

멕케이 선교사는 안식년을 맞아 캐나다 여러 곳 

을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에게 대만에 건너와 선교 
사역에 헌신할 것을 도전했다. 그의 설교에 깊은 감 
동을 받은 조나단 고포드(J. Goforth) 역시 중국선교 

에 헌신했다. 그리하여 1888년 캐나다 장로회의 파 
송을 받은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와 그의 아내 로잘 
린드 고포드 선교사는 허난성(河南省)으로 왔다. 그 

들은 이곳에서 질병，자연재해 둥 많은 어 려움을 겪 

었으며 깊은 고독 또한 맛보았다. 그들은 중국에서 
11명의 자녀 중 5명을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 

내야 했다.

그러나 고포드는 사역 초기부터 눙력 있는 전도자 

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 

면서 각 지 역마다 한 달 가량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 
다. 로잘린드는 동네 여 인들을 모아 놓고 복음을 전 
했으며 찬양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의 열정은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하여 중 

국 전역을 돌아다녔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에도 중 
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순회하며' 침회를 인도했으며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삼열/중국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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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쉰  (江 迅 )

중국정부는 올해를 인터넷 원년으로 선포하는 한편，정부 각 부처 

와 지방정부 모두 홈페이지를 개설해 통계자료나 입찰공고 둥을 인 

터넷에 게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엉성한 홈 

페이지 구성과 느린 속도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불I .   ̂ i mmSim 1999년은 중국정부의 인터!i!! 원년

얼마 전 국무원은 1999년을 중국정부 인터넷 원년으로 선포 

했다. 올해 들어 중국 대륙에서는 각 성(省)마다 성정부 홈페 

이지 개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하고 있는 허베이성(河北省) 성(省)정부는 솔선해서 인터넷 입찰 경매제도를 실시하고 있 

다. 54세의 허베이성 재무처장 왕쟈린(또加林)은 올 3월 베이징에서 열린 9차 전국인민대 

표대회 2차 회의 때 매스미디어의 초점이 된 인물로서 허베이성정부 물자 구매담당 공무 

원인데，각 지방 대표들에게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 열띤 자문을 해주고 있다.

현(縣) 정부 대표로 온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현(縣)에서는 대량구매시 유리한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래의 밀실행정을 
청산하고 체질개선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허베이성은 이 제도를 2년 동안 실시해오고 

있는데 효과 만점이라고 하면서, 이미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지방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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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에 현급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 

다.

각급 정부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주요 정보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정보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3,000개가 넘는 데이터베이스 중 대부분이 아직도 사장된 채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10월말까지 중국의 각급 정부의 도메인 네임(Domain 

Name) 수는 815개로, 전체 도메인 네임의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급 정부의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 조직력 결핍 , 비합리적 내용 등으로 홈 

페이지에 실린 이미지와 해당 정부 이미지가 서로 맞지 않는 등 여러 문 

제점을 안고 있다.

장부, 인테文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
소식통에 의하면 국가 정보센터 산하，중국경제 정보망은 20여 개 부처 정 

보센터와 연합으로 부처간 내부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는 부처간 내부 정보교류만 가능할 뿐 일반 대중과 정 

부 간，정부와 외부 간의 정보교류는 불가능하다고 한4  반면 중국 통신 

국의 인터넷 사업 구상은 이와는 정반대다. 통신국은 우선 홈페이지를 구 

축한 후에 여권 수속，세관신고，세금납부，영업허가서 신청 둥 정부의 행 

정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간을 연결시킨다 

고한다 .

통신국 업무부의 인터넷 담당 책 임자인 황하이자(黃海加)는 현재 십 여 

개 부처들이 비망록에 서명하고 있으며，이들의 협조 가운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각급 정부 홈페이지 구축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 

는 전신부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해당 정부기관을 찾기 전에 먼저 인터 

넷을 이용한다면 전국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급중하고，막대한 인터 

넷 시장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인터넷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5년 5왈  17일부터 이다. 중국 인 

터넷 정보센터 (CNNIC)의 통계에 따르면 98년 12월 31일까지 중국의 네 

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수는 74만 7천대이다. 인터넷 가입자 수는 2백 십 

만 명이며，홈페이지 개설은 5천 3백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서방전문가들은 99년 말경이면 중국의 인터넷 사 §■자 수는 천만 명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새로운 인터넷 문화가 싹트고 있다. 한 인터넷 매니아 

는 인터넷에 대해 이런 익살을 부린다. "한 마리 닭(컴퓨터를 의미)과 고 

양이 한 마리(모템을 의미)만 있으면, 스탠드바(윈도우 98를 의미)나 술집 

(윈도우95를 의미)에서 쥐 한마리(마우스)를 손에 잡고 왕새우(인터넷 전 

문가)나큰  벌레(인터넷 중독자)들과잡담을즐길 수도 있고，이 큰 벌레들

1999/7 • 8 중국을 주께로 79



은 여동생(E-mail)도 보내줍니다:’ 인터넷 가입과 

네티즌이 되는 과정을 재미 있게 표현한 말이다.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 라  인터넷은 점차 사람들 

의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인터넷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보여진다. 베 

이징 사범대학 현대기술 연구소 소장인 허커캉(何 

克抗)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21세기는 정보화 시 

대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를 획득하고 가공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일입 

니다:’ 또 어떤 이는 21세기에는 컴퓨터를 시용할 

줄 아느냐，못하느냐로문맹 여부가 판가름날 것 

중국 정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라 고  말 했 다 .

쵸 ^0«8 # * £ |씨  이런 흐름가운데 중국의 각급 정부는 인터넷에 업무내용을공개해야만하는 시

대가 됐다. 이러한 정부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각급 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50，60대의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 

니다. 그러나 만일 공무원들 자신이 컴퓨터 조작을 할 줄 모른다면 ‘정보화 실현’ 

은 공허한 외침 에 불과할 것이다.

속도 늦고, 비용도 너무 비싸

현재 인터넷상에는 중국어로 된 정보가 태부족이고 실용성도 떨어져 인터넷에 대 

한 시용자들의 열정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전세계 인터넷 정보 유통량 중 중국 

어로 된 것은 불과 0.01%와 0.05%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 

터넷으로 게임이나 하는 정도이며, ISP(인터넷 사업자)들은 막대한 운영비용으로 

재정부담을 견디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해 인터넷 사용자의 중가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의 인터넷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인터넷 사업자 

들의 부실한 서비스에 있지 않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느 

린 인터넷 속도(89%)，너무 비싼 인터넷 이용료(61%)를 꼽고 있다.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업체 역시 사업에 대한적극성을 잃어버리고，재정적으로도 

적자를 보게 된다. 게다가 인터넷에 볼만한 것들이 별로 없고 비용도 비싸니 사용 

자들의 감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각급 정부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서버를 구입하 

거나 일부 인터넷 업체의 서버를 임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서비스는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지만，하드웨어가 너무 낙후되었 

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 정도의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성정부의 경우 자신 

들이 사용하는 전용선까지 이런 상황이다. 베이징 경제 정보망(www.beinet.net. 

cn)도 기대 이하다. 속도가 너무 느려 사람들이 기다리다 못해 접속을 포기하고 

있다. 대낮에는 몇 십 분 동안 화면 하나도 뜨지 않고 새벽 2시에 다시 접속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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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다. 국가공상국(國家工商國) 홈페이지(www.saic.gov.cn)는 방문자 수 

도 많은 데다 속도도 느려 한나절을 기다려도 화면이 뜨지 않는다. 인터 넷 이 

용자들이 가장 만족해 하는 것은 대외무역부의 홈페이지이다. 속도와 구성 

도 괜찮은 편으로，직접 관리하지 않고 회사제 형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급 

정부의 인터넷 업무가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 

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상하이(上海)에는 현재 십여 개의 인터넷 인 

력시장이 개설돼 인터넷을 통해 구인구직 활 
동을 벌이고 있다. 인력들이 점차 인터넷으로 

유동하고 있어 활기를띠고 있다. 일부 기업들 

은 더이상 신문지상에 인력모집 광고를 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보통 인력모집을 위 

해 인재시장에서 부스 하나 빌리는데 7천 8백 

위안(元)이 소요된다면，인터넷에서는 똑같은 

비용으로 3개월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인 

터넷을 통한 인력수급은 마우스 클릭 한 번 하 
는 것처럼 그리 쉽지는 않다. 상하이에 있는

따위(大禹) 인터넷(www.dayu. online.sh.cn)은 몇 개월 전 상하이에 있는 아 
홉 군데의 인력센터 정보를 한 곳에 링크시켜 정보공유를 실현했다. 이 회사 

는 1만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력관리기관을 구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용를도 미미하고 구인정보를 보내오는 곳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이 회사 책임자에 따르면 “이용자가 너무 적어 자원낭비가 심하다. 일부 인 

력시장은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악순 

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 한다. 정부의 인터 넷 구축사업 역시 이 런 상황이 벌 

어지지는 않을런자

왼벽한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인력정보시장의 전경 .

관료들, 특권 상실할까 안절부절
각급 정부는 인터 넷 구축사업을 통해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 

게 실질적 인 정보 제공과 다양한 요구 수용，현실 생활문제들을 해결해 주어 

야 정부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다하리라고 본다. 오랫동안 낮은 정보 공유 

의식과 부처간 이기주의에 물든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여러 형태로 정부 홈 

페이지 사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할지도 모른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 

인터넷 구축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특권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바로 이 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ᅳ 출 처 / 아주주간^ 州週刊」1999.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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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뉴스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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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5  • 4 운동 8 0 주년,
6  • 4  천안문 사건 1 0 주년의 

해로서, 중국 정부는 올 한 해 
를 사회안정특별경계기간으 
로 정하였다. 그래서 민주인사 
나 농민, 실직자 등 이른바 사 
회불안을 조장할 것이라 예상 
되는 모든 계층의 움직임을 경 
계하며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 
에서 발생했다. 베이징(北京), 
그것도 정치의 중심지인 중난 
하이(中南海)에서 1 만 5 천여 

명의 인원이 모여 시위를 거행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 의 기공(氣功)단체가 합법적임 

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고, 구속된 회원들을 석방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구호 없이 정 
조H수련을 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5 , 6 월의 긴장된 상황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그 
여파가 정치 핵심부에까지 미쳤다.

파룬궁(法輪功) 시위 사건
중국과학원의 허쭤시우{何作味)라는 과학자는 텐진(天津)에서 발행되는「청소년과기 
박람(靑少年科技博！t ) 」 4 월호에 ‘法 輪 (파룬궁)’ 이라는 기공단체에서 수련을 하면 
정신장애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글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 발표에 분노한 파룬궁 수련 
생들이 4 월 1 9 일 사과를 요구하며 매일 수십 명씩 몰려와 항의했다. 공안은 회원들을 
구속했고, 사과를 하지 않자 주말인 4 월 2 4 일엔 잡지사가 있는 텐진교육학원(天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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育學院) 정문 앞에서 약 6천 명이 모여 연좌시위를 하며 허쭤시우가 사과할 것을 요구 
했다. 그러나 텐진시 공안들은 수련생 수십 명을 구타하고 체포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자 시위 이튿날인 25일，1만 5천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전국에 

서 베이징까지 올라와 정치 핵심인사들이 모여있는 중난하이(中南嶋 순식간에 포 

위하고 8열 횡대로 앉아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Of무런 표어도 구호도 없이 단지 

중난하이 앞에서 기공수련을 할 뿐이었고，회원대표는 주룽지(朱箱基) 총리를 만나 자 

신들이 합법적인 단체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 공안은 인터넷 감시를 통해 중난하이에서 시위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몇 대의 

경찰차량을 배치해두었으나，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속하게 모였으며，더군다나 

휴일인지라 공안원의 동원이 어려웠다. 이들의 시위는 조용한 가운데 행해졌고 곧 홑 

어졌지만，중난하이라는 공산당 집권부의 문 앞에서 놀라우리만큼 질서정연한 대규모 

의 시위를 벌였다는 것은 공안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들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파룬궁(法輪功) 이란?

파룬궁은 92년 리홍즈(李洪志)란 사람이 창시했다고 한다. 국졸의 학력이 전부인 리홍 

즈는 중국 전통 명상 • 호흡법인 기공에 뿌리를 두고，도교, 불교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r법륜대법(法輪大法)」이라는 경전을 만들었다. 「법륜{法輸」은 불교의 8만4천 법문 중 

하나로서 가장 높은 단계의 기공법이라 한다.

리홍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파룬궁을 통해 누구나「법륜대법」을 읽고 수련을 

하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기공을 통해 깨끗하고 훌릉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련을 통해 초월적인 정신세계를 소유할 수 있으며，보통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원수를 사랑히는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신체의 
수련만이 아니라, ‘도덕성 함양 과 도교의 진(眞)과 불교의 선(善)，그리고 인(忍)의 실 

천을 목표로 하여 수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주，경전, 교리, 조직이 모두 갖추어 

져 있는 파룬궁은 신체단련을 목표로 하는 단순한 기공단체로는 볼 수 없다.

92년 설립된 이래로 현재 이미 세계 30여 개국에 최소 7천만에서 많게는 1 억 이상 

의 수련자가 있으리라 추정된다. 중국 내에만 6천 만 명의 수련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 

되고 있으니，짧은 J ᅵ간동안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파룬궁 확산의 원인
파룬궁의 구성원은 일반 시민이 주류이지만，퇴직한 정부관리나 군대 고위관리，지식 
인 등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표!룬궁을 따르게 된 동기는 급변ᄒ 

사회 속에서 공산당은 부패하고, 생명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그들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부재에서 비롯된 부 
도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중은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했 

고，오래 전부터 불교의 요소에 도교를 가미하여 신체건강과 정신수양을 목표로 해왔 

던 기공이 표면으로 등장한 것이다. 단순한 신체수련만 내세우지 않고, 공산정권 아래 
서 점점 피폐케 된 중국인들의 정신적 갈급함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진 .



^  w 스조胃 선 • 인의 제창은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중국 대중에게 희망을 주었을 것이다.
중국에서도 중국 전래로 여겨지는 불교나 도교에 대해선 그다지 통제하지 않고, 유 

교의 경우는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 이데올로기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기공단체는 중국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0H니었다. 그저 조용히 개 
인 명싱을 하는 무리로 여겨져 왔을 뿐이다. 또 o I슬람교나 71독교와 같은 외래종교와 
는 달리 토착화된 전통종교로 여겨져 묵인되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파룬궁은 중 
국 내에만 최소 7천만 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집단으로 부각되었고, 나름대로의 소 

리를 내는 힘센 조직으로 발전한 것이다.

파룬궁01 단 7년만에 1 억 명까지 그 추종자가 생긴 데는, 공산당01 민중을 만족시킬 

만한 정신적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사회적 혼란이 
배경이 되었다. 가짜상품, 가짜 약등사람을 속이고 남의 재산과 재물을취하는등 거 

짓과 부조리와 악이 가득한 사회에 염증을 느낀 민중과 지식인들이, 교리 탐구와 기 

공 수련을 통해 •‘眞, 善, 忍、” 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71 때문01라고 한다.

파룬궁 시위사건의 영향과 의미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기독교의 교리가 담긴 책을 보고 감동 받아 ■태평천 

국(太平天國)’ 을 외치며 난징(南京)을 중심으로 영향을 과시했던 과거의r태평천국운 
동」이나, "서구의 것을 배척한다’는 구호 아래 난을 일으켜 서구제국주의 국가의 유입 
으로 결국 청조가 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의화단의 난」이 연상되는 시위였다.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큰 시위활동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민주인사나 

농민, 실직자들에 의한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정부의 예상을 깨고 범민중적인 기 

공운동이 더 강력한 힘을 발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들 중 30% 정도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이면서도, 중난하이에 운집해서는 일사 

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그 조직력이 상당한 수준임을 엿볼 수 있었다.

파룬궁은 각 지방마다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수련소를 두고 10명이 한 조로 매일 

모여 명상음악을 듣거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함께 기공을 수련한다. 부부라고 할 
지라도 조직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 얘기하지 않을 만큼 철저한 보안을 유 
지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96년 정부의 입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창시자 리흥즈의 지휘 아리! 이루어졌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다. 전국 각지에 퍼져있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며 다양한 

연령층을 가진 이들이,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자비를 들여 하룻밤 새에 베이징 
에 2만여 명이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전자메일을통한 긴밀한 상호 연락 덕분0ᅵ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방미일정 동안 미국에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보수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주롱지 총리에게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했다. 방미기간 중 주통지의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었던 장쩌민(iX;畢民) 국가주석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주릉지를 공개 
적으로 u ᅵ판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주룽지 총리가 시우I하는 파룬궁의 대표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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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위지도자를 한번 만 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계 
속하여 발생할 것이기에 주릉지 총리가 시위대표를 만나서는 안되었다고 말한다. 이 
번 사건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시위주도자를 구속하여 사건을 조사했다. 사건 당일 장 
쩌민 국가 총서기는 중앙정부에서는 ̂  I공을 반대하거나 금지한다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이번 논쟁은 중잉의 통제 외의 일임을 밝혔다. 그러나 중난하이에서 연좌시위 
를 벌이는 일은 반대함을 강력히 시사했고, 또한 사건대처에 미흡했던 공안부를 강 
하게 비판하였다.

우리의 시각

중국의 기독교인은 비공식적인 통계로 1억 명 가량이라고 본다. 이는 문화대혁명과 
공산당의 탄압을 거치면서 고난과 피뿌림 아래서 자란 결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1 억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의 숫자에만 만족하지는 않았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되돌아보기 
를 바란다. 파룬궁의 추종入©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들 나름의 진과 선, 인을 
이루어보겠다고 1 억 명이나 되는 이들이 매일 새벽 공원이나 집에 모여 수련을 하고 
열심히 경전을 읽었다고 한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항하여 만 오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 전국에서 베이징으로 몰려와, 그 누구보다도 질서정연하고 차분한 모습 
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였다.

y I록 이들은 시간을 들여 수많은 수련과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자신들 
이 찾고자 하는 진선인(眞善忍)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들이 찾는 참된 진리, 참된 선, 참된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중국 
땅에 적어도7천만, 많으면 1 억 명이나되는 사람들이 진리에 갈급하며 하루하루를 수 
련에 정진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 점차 혼란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참된 진리와 생 
명에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줄 자가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 선 
에 이를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중국인 
들을 속이는 사단의 거짓된 수
임수를 파하는 강력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그 땅에 진리에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는 이사건에 
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 

야할 것이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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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공단체 파룬궁’ 시위 파 

문 확산

지난4월 2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의 지도부의 집단거주지역인 중 

난하이(中南海) 밖에서 89년 톈 

안먼(天安門)사태 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를 주도한 파룬궁(法輪功) 

은 리홍즈(李洪志)가 창시하였으 

며 교주，조직，교의(敎義), 경전

등의 4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 

일단 순수한 기공수련단체로 보 

기 어렵다. 많은 서민들과 지식 

층，나아가 정부관리와 고위간부 

까지 쉽게 빠 

져드는  것은 

심 신 단 련 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공수 

련에다 적절 
한 교리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 시위는 지난 4월, 중국과학 

원의 원사(院士)인 허쭤시우가 

“기공을 잘못 수련하면 정신병 

자가 된다” 라고 발표한 것에 반 

발하여 파룬궁의 합법화를 요구 

하며 일어난 것이다.

(중 앙  99.5.2, 연 합 뉴 스 속 보  

99.4.26)

중국 시안 교인들 교회매각 항의 

시위 경^과충돌
중국 북서부 산시(陕西)성 시안 

(西安)에서 5백 명이 넘는 성도들 

이 자신들의 교회가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매각된 데 항의 • 시위 

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예배당에서는 매주 2~3천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시 

정부는 이들의 집회가 사회불안 

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경계 

해 왔었다고 한 다 .「인권 및 민주 
운동 정보센터」의 베이징(北京) 

지부 프랭크 루 대변인에 따르면 

시안당국은 이 교회에서 예배드 
리는 기독교인이 갈수록 늘어나 

자 지주에게 교회당 부지를 매입 

토록하고 교외에 새예배당을'짓 

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 

지어질 예배당은 너무 멀어서 상 
당수의 교인들이 예배참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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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실정이다.

(국민 99.5.23)

g■■ᅵ !■ r»—r-Ma대 ■던
정치 ? 사 외교

「현ISEH1환향?iSBff행g연 월 험 ^ ^ ^ ？회

중 •러시아국경선 최종 획정
중국과 러시아는 4，250km에 이르 

는 국경선을 획정하고 3세기 에 

걸친 국경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고 베이징 주재 러시아의 한 외 

교관이 밝혔다. 협상은 이무르강 
에 있는 2,444개 무인도의 영유 

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는데 각 

각 이 섬들 총면적의 절반씩을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이 

1,281 개，러시아가 1,163개를 각 

각 차지했다. 또 별도의 3개 섬 

의 영유권은 계속 논의하되 최종 
타결될 때까지 당분간 러시아가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 99.4.2®

중국노동자들，자유노조 결성 선언

중국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날 자유노조를 설립하겠다 

고 선언했으며 , 시안에서는 밀 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장 노동 

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중국 
자유노조설립 준비위원회는 발 

표한 1차 사업보고서 에서 노조 

활동 촉진과 자유노조 권리 수호 

를 다짐했다. 불법화된 정당인 

중국민주당 소속의 가오홍밍과 

수용하이가 주도하는 자유노조 

준비위원회는 중국 헌법을 준수 

하고 자유노조 설립을 추진하며 

기존 노조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 레 99.4.30)

중국, 동아사나최대 인공군항건설

중국은 지난 수 십년 간에 걸쳐 
동아시아최대의 현대식 인공 군 

항을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관영 주 간 지 〈랴오 왕〉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1만t급 이상의 대형 군함이 정박 

할 수 있는 인공 군항을 건설했 

고 이는 해군 현대화 계획과 병 

행해 추진되었다고 한다. 해군은 

대양 전투 능력을 위해 미사일 

구축함，호위함，최신 잠수함, 1 

만t급 이상의 보급선 둥을 보유 

하고 있으며 현대화를 통해 해군 

전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 99.5.2)

나토 공습으로 중국대사관 피폭

베오그라드 신시가지 중심에 있 

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난 5월 7일 밤(현지 

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의 공습으로 폭격을 당했다고 

독립적인 베타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北京) 당국은

나토 전폭기들이 미사일 3기를 
유고 주재 자국대사관 건물에 발 

사 , 4명이 부상하고 4명이 실종 

됐다고 발표했다. 중국 대사관에 

는 중국 외교관과 가족 등 26명 

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국민 99.5.8)

中，내부문제로대외 도발 가능성

중국은 실업자 급중과 경제성장 

을 웃도는 인구 중가 등의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동남 

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을 상 

대로 대외적인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영국의 방위전문가 에릭 

모리스가 전망했다 . 모리스는 

‘아세안 방위기술 교환회의’ 에 
서 중국은 스프라틀리(남사) 군 

도의 미스치프 산호초 기반시설 

공사로 필리핀을 압박하고 있으 

며，남중국해를 놓고 영유권 다 
툼을 벌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곧 영향을 받 

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 합 뉴 스 속  

보 99.5.12)

강한 중국 영 

향,한국주변 군사균형 흔들
중국이 외교 • 국방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反)나토동맹을 추 

진할 경우 한반도에도 일단 상당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호적인 미 • 중 관계를 바탕으 

로 북한을 설득해 온 4자희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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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가 한 • 미 - 북 • 중의 편가 

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 

중국이 ‘강력한중국’ 을앞세워 

군사력을 강화시킬 경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균형도 흔들릴 전 

망이다.

(중앙 99.5.13)

中，10월건국 50주년에 유인우주 

선 ^ 나} 계획
중국이 오는 10월 1일, 건국 50주 

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첫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 무인우 

주선을 시 험 발사하는 둥 우주항 

공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리지안총 중국발사체기술원 원 

장은 ‘장정 2E 로켓’ 이 이미 10t 

의 탑재능력을 갖췄으며，20t을 

적재할 수 있는 로켓에 대한 기 

술연구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고말했다 .

(동아 99.5.14)

리덩후이, 중국 7개국으로 분할 

주장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대만을 비롯하여 티벳，신장(新 

藏)，멍구(蒙古), 둥베이(東北) 등 

7개의 자치구를 동등한 자치국 

가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중 
국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 다 고 홍 콩 의 〈성도일보〉가 보 

도했다. 리 총통은 자신의 저서 

‘대만의 주장’ 에서 대만이 주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중국 공산 

당은 통일 중국을 지힝하는 ‘대 

중화주와 같은 사고방식을 버 려

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 99.5.16)

“훙콩거주권 중국서 판단해 달 

라”

중국에 거주하는 홍콩인 자녀의 

거주권 허용문제로 고민을 거듭 

하던 홍콩 당국이 자체 해결의 
길을 포기하고 중국 측에 떠넘겨 

버 렸다. 홍콩정부는 종심법원(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주할 중국 거주 홍콩인 자녀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법의 

재해석을 최종적인 법해석 권한 

을 갖고 있는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전인대)에 요청할 방침이라 

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 99.5.19)

클린턴 중국 WTO 가입협상 타 

결 확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 

이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중국 

의 WTO 가입에 관한 협상은 최 
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베

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 이후 향후의 미-중 관계를 
가 ^할  수 있는 핵 심사안으로 등 

장하고 있다.

(동아 99.5.24)

중국 전국적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중국은 전국적으로 금융실명제 

룰 실시해 자금의 운용과 관리에 

투명성을 가하기로 했다고 상하 

이의 관 영 〈청년보〉가보도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중국의 

모든 국민은 은행 예금시 반드시 

자기의 신분중 제시와 함께 본인 

의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 은행 

직원은 이것을 반드시 기재할 의 

무를지게된다.

(중앙 99.5.6)

中 소비하면 감세，저축하면 과세

‘내수진작에 의한 경기부양 에 
골몰하고 있는 중국이 소비를 부 

추기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편하 

기로 했다. 소비하면 세금을 깎 

이•주고 예금하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센터) 산하 시장경제연구 관리 
들의 말에 의하면，부유층의 소 

비를 유인하기 위해 주택 자동차 

보험 등 경기부양효과를 불러일 

으키는 항목에 예금을 사용하면 

소득세 우대조치를 해주기로 했 

다 고 ^ ^ .

(동아 99.5.23)

88 중국을주께로 1999/7*8



中，물권법 초안 마련…사유재산 
보호 목적

중국이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물 
권(物權)법 초안을 완성했다.〈중 

국청년보〉는 중국사회과학원 법 
학 연구소가 전국인민 대표대회 
(전인대=국회)의 의뢰를 받아 94 

년 연구에 착수，최근 총 12장 
445조로 된 물권법 초안을 완성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민법통칙 

은 ‘국가 재산은 신성불가침’ 이 
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개인의 

재산을 어 떻게 보장한다는 조항 

은 없다. 이 때문에 부자가 되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도 
많고 외국인은 부동산 투자를 망 

설이는등 부작용이 많았다.

(동아 99.5.25)

중국 공산당，노동절에 ‘안정 최 
우선’ 강조
중국 집권 공산당은 지난 5월 1 

일 노동절을 맞아 중국 노동자들 

에게 소요에 휩쓸리지 말고 안정 
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 

다. 공산당 기관지인〈인민일보〉 
는 정부가 해고노동자들의 복지 

수당 및 퇴직자들의 연금 지불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 
다고 발표했다. 또 장쩌민(江澤 

民) 국가주석 이 작년 말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시 사 

용했던 “안정이최우선” 이란말 

을 재인용하며 노동자들에게 안 
정이 없이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동아 99.5.1)

중국 대학생 선호직장 1위는 ‘컴 

^터  직종’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은 최 
근의 베이징시 인재 현황에 대한 

최근 동향을 보고했다. 인사국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를 기준으 
로，베이징 지역 총 인재 수는 1 

백7십7만 7천 명으로 그 중 정부 

기관과 국유기업 종사자가 1백4 

십7만 4천 명，사유 기업과 외자 

기업 종사자가 3십만 3천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각종 전문 
기술직 인재는 1백3십2만 2천 명 
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 
다고 밝혔다. 금년도 대학 졸업 

생들이 선호하는 직장으로는 컴 
퓨터 관련직종이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는 영어，마케팅, 통신 

분야，전자분야, 제약분야，환경 
감시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 99.5.3)

취업사기 중국동포 1천명 입국추진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과 ‘중 

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는 한 

국에 왔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중국동포 1천여 명에게 일자리 

마련해주기 캠페인을 본격 전개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는 사기를 당한 중국동포의 반한 
(反韓) 감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 
르고 있어 이들을 정식 연수생 

신분으로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으며, 

우선 동북 3성의 피해자 1천 명 
을 올 연말까지 입국시킬 방침이 
라고 말했다.

(한겨레 99.5.6)

중국인들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 
다
최근 중국이 가정수입이 중가하 

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 주민 
들의 가정 소비 패턴에 변화가 
일고 있다. 리서치 회사인 메이 

란더가 4월 중에 실시한 베이징 

주민들의 ‘구입품목 선호도 조 
사’ 에 따르면 베이징인들이 가 

까운 장래에 우선적으로 구매하 

려는 품목 중 1위가 ‘주택’ 으로 
전체 웅답자 중 60.42%를 차지하 

였고，2위로 ‘자동차’ 59.45%, 3 

위는 ‘컴퓨터’ 41.20%로나타났 
다. 이밖에도 가정용 영화관 시 

스템，대형 IV ，에어콘，휴대폰， 
냉 장 고 ，전화 순으로  각각 

10.82%~ 5.49%1■ 차지했다. 

(중앙 99.5.6)

중국에서 식물인간 치료법 개발
뇌의 활동이 이미 정지 상태에 

있는 식물인간을 소생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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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설립된 텐진대학교는 94 

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의 대표적 
공학 중심 대학으로 지난 59년 

국가중점대학으로 선정 됐다. 

(중앙 99.5.1)

기아，국내업체 처음으로 중국에 

서차  생산

한국 자동차 메이커로는 처음으 

로 기아자동차가 중국에서 현지 

생산에 나선다. 기아는 오는 7월 

15일부터 중국 장쑤(江蘇)성 옌 

청(鹽城)시에 있는 열발기차유한 

공사(悅發汽車有限公私)와의 합 
작공장에서 프라이드 양산을 시 

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속보 99.5.7)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는 치료법이 중국의 한 의사에 

의해서 개발돼 전세계적인 반향 
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고 〈과학 

일보〉를 인 용 해 〈생활일보〉가 

보도했다. ‘이씨 5호’ 로 명명된 

이 치료법의 개발자인 ‘중국 광 

둥고명 뇌질병 의료연구원’ 원장 

리쯔종 교수는 30여 년간의 독자 

적인 연구 끝에 마침내 소뇌의 
보호막을 거쳐 신경 세포에 들어 

가 신경생리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물질을 이용해 수면 상태에 

빠져있는 신경세포를 다시 살려 

내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중앙 99.5.17)

중국 뇌졸중 침술요법 일반화 단 

계

중국에서 개발된 뇌졸중 치료를 

위한 침술 요법 이 곧 일반화될 

전망이다. 중국 의약관리국 관리 

들은 “침술치료 임상실험에서 

뇌졸중 관련 질병을 비롯，관상 

혈관심장병，담석중，천식，불임 
에 대한 치료효과가 98.56%였으 

며 59.27%는 관치됐다” 고 밝혔 

다. 중국침술협회의 부회장인 쉬 
쉬에밍 교수에 의해 개발된 이 

치료법은 올해 중국에서 10대 전 
통의학 성과 중 하나로 선정됐 

다.

(연합뉴스속보 99.5.17)

中 세수확대 위해 점(占)집 영업 

허가

점을 ‘봉건 미신’ 으로 간주해 

온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중국

광시 장족자치구(廣 西 壯族 自 治 

區) 꾸이린(桂林)시 번화가에 있 

는 점집에 대해 10월까지 한시적 

으로 영업을 공식 허가했다. 점 

집은 작명, 길흉, 풍수 등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최대 320위안(약 

4만3천 원)까지 받고 있는데 시 

당국은 세수확대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동아 99.5.22)

카톨릭대 - 中 엔안대 교류협정 

체결

카톨릭대학교(총장 최승룡)는 중 
국 옌안대학교(延安* 學敎)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 대학은 앞 

으로 장 ■ 단기 연구 및 방문교류 

와 학생 상호교류，어학연수 등 

의 분야에서 협 력을 해나갈 예정 

이다. 옌안대학교는 지난 41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직접 명명하 

고 중국공산당이 설 립한 첫 번째 
국립대학으로 98년 옌안 의과대 

학，옌안 인민병 원과 통합했다. 

(중앙 99.4.23)

한국기술교육대，중국 톈진대학 
과 학술교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권원 

기)는  중국 텐진대학교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서 양교는 장 • 단기 

연구 과제를 공동 수행하고 교수 

와 학생을 상호교류키로 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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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수민족을 알자{12)

원난성의 소수민족 ( V ®

-푸미 谱米)족
김̂ ^

인구 : 약 3만 명 (1990년 통계)

분포 : 윈난(云南)성의 란핑(簡坪)，리지앙(麗 

江)，웨이시(維西)，용성(永勝)，닝랑(寧蒲) 등 
의 현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일부는 쓰촨(四 

川)성의 서남부지 역 일대 에도 분포하고 있 

다.

푸미족의 분포특징 중의 하나는 넓은 지 역 
에 분포되어 소그룹을 이루어 살고 있다는 것 
이고, 분포지역의 평균해발은 2천2백m이며 

가장 높은 곳은 4천m에 이르기도 한다.

언어 : 푸미어는 한장어계장면어족(漢藏語 
系藏面語族)에 속하며，푸미어에는 두 개의 

방언이 있으나，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아 서 
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어순은 
한어(漢語)와 같은 어순으로 주어+서술어，또 

는 주어 +서술어 +목적 어로 구성 된다.

문자 : 본래 문자는 없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는 원시적 인 그림문자를 용하기도 했고，일 

부 라마교(嘲嘛敎)를 믿는 사람들은 짱문(藏 

文-짱족의 문자)을 사용하기도 했었으나 그리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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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쪽의 이 醒 :

1) 푸미 (普米)족이 자기를 스스로 부르던 이 

룸은 페이 미 (培米) 인데，그 의미는 백인(白 
A) 이라는 뜻이다.

2) 한(漢)족이 이들을 부르던 이름은 시판(西 

番), 또는 빠쥐(巴宜)이다.

3) 나시(納西)족이나짱(藏)족이 이들을부르 
던 이름은 빠(巴)였다. 그 뜻은 푸미족이 

스스로 를 부르던 이름의 뜻과 같은 뜻으로 

백 인이라는 뜻이다.

1960년 본 민족의 뜻에 따라 푸미족으로 결 

정하였다.

민족역사 : 자료에 의하면 푸미족은 본래 중 

국의 서북지역의 청장고원(靑蔵高原)에서 유 

목을 하던 민족이었으나 점점 따뜻하고 물과 

풀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현재의 지역 

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동 중에 한 
때 쯔촨성 일대에 거주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원나라 시기에 따리(ᄎ理)를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때 남하한 사람들도 있고, 이 
후에 점차로 이동해서 지금의 윈난 서북부 지 
역에 안주하게 되었다.

경제 : 농업을 위주로 하고 목축업과 수공업 

도 발달되어 있다. 푸미족이 거주하는 곳은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해발 
3，000m이상의 춥고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 농사를 짓는 면적은 다른 민족들보다 

넓은 편이다. 그러나 농작경지면적에 비해 소 
득은 그리 높지 못한 편이다. 농작물은 주로 

옥수수，밀 둥이나 이들은 토지의 보호와 생 
산량의 중대를 위해 한 곳에서 한 농작물을 
하지 않고, 매 해 경작하는 농작물을 바꾸어 

농사를 짓는다. 예를 들어 첫 해에 옥수수를 
심었으면 두 번째 해에는 귀밀을，세 번째 해 

에는 밀을 심는 등의 방법으로 땅의 힘을 살

리는 농사법을 사용한다.

본래 유목민이었던 푸미족은 지금도 집집 

마다 가축을기르며，또는 어떤곳에서는아 

직 유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사냥 

을 하기도 하는데, 사냥은 보통 3~5명이 집 

단사냥을 하고，사냥한 것은 균등하게 나누어 

^ 는다.

종교 : 조상숭배와 자연숭배가 성행하고, 띵 
빠(丁巴)교와 라마교도 신봉하고 있다. 푸미 

족은 각 개인이 자신의 종교를 갖는다고 하기 
보다는 지 역 별로 각기 다른 신을 섬 기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푸미족은 과거에 무당을 명빠라고 불렀으 
며，명빠가 주관하는 종교를 명빠교라고 했 

다. 명은 땅의 의미이고, 빠는 푸미족을 의미 
하여 명빠는 푸미족 땅의 종교라는 것이다. 

후에는 무당을 닝랑(寧蒲)지역에서는 “한꾸 

이(韓規)” 라고 칭하고，란핑(蘭坪)지역에서는 
“스삐(師畢)” 라고 부르는데，무당의 주요 역 

할은 장례활동을 주관하고, 어린이가 태어나 
면 이름을 지어주고，어 린이가 13살이 될 때, 

성인식을 주관하는 것 등이다. 무당은 신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 

다. 무당은 부자가 세습을 하는데, 들이 여 
럿이 있어도 오직 한 아들만이 세습을 하게 

되어 있다.

모든 무당은 자기의 신도를 갖고 있고，모든 

가정은 각 가정의 무당을 갖고 있다. 만약에 
어떤 무당이 자기의 신도들로부터 신임을 잃 
으면 그 신도들은 자기들의 무당을 새로이 찾 

아나선다.

짱족과 함께 거주하는 푸미족은 짱족의 영 

향을 받아 라마교를 믿기도 한다. 라마교를 
믿는 지 역에서는 o}들이 둘 이상일 경우 아들 
하나는 꼭 라마가 되어야 한다. 이 라마는 어 
려서부터 사원에서 짱경(藏經)과 종교활동을



명절에 남녀가 어울려 함께 춤을추고 있는 모습, 이 시간을통해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배운다. 20살이 넘으면 라싸(拉薩) 둥지 에 가 
서 3~8년의 공부를 더 한 후에 본래의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사원에서 죽을 때까지 생활 

을 한다. 라마의 역할은 다른 지역의 한꾸이 
의 역할과 대동소이하다.

푸미족지 역의 라마교는 홍교(紅敎)와 황교 
(黃敎)로 구분을 하는데, 홍교는 라마의 결혼 
을 허용하고，황교는 라마의 결혼을 금한다.

푸미족의 자연숭배와 조상숭배는 명빠교와 

많이 혼합되어 있다.

절혼 : 현재는 일부일처제를 하고 있으나 푸 
미족은 모계사회와 대7!족제도，그리고 일부 

다처의 과정을 모두 지냈다. 지금도 닝랑현 
루꾸(渡沾)호수 인근에 사는 일부는 모쑤오 

런(摩梭人-나시족{納西街의 한 지계)의 영향 
을 받아 아직도 모계사회를 이루고 있다.

푸미족은 다른 민족과의 통혼은 매우 적고， 
씨족들이 모여 살기는 해도 결혼은 씨족외혼 

을 하며，동성(同姓)간의 혼인도금한다. 계급 
이 다른 귀족과 평민간의 결혼도 거의 없는 

편이다.

푸미족의 결혼은 복잡하고 독특한 면이 있

다. 결혼은1 대략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자오먼후(找門戶):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자신 

의 결혼상대로생각하게 되면 집안의 어른을 

통해 여자측 집안의 어른에게 알리고 어른과 

함께 여자의 집을 찾아간다. 이때 술과 음식 
을 싸가지고 간다. 남자측이 도착하면 여자측 

의 어른이 이들을 영접하고, 술상을 차린후 

남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로 시중을 들게 
하여 남자측 사람들이 선을 보게 한다. 이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 
리를 뜨고，만약에 마음에 흡족하면 가지고 

왔던 예물을 주인집의 쫑빠라(宗巴拉-가정에 
서 신을 모셔두는 곳)위에 놓아두고, 여자가 

따라주는 술을 마신다. 그리고 노래를 함으로 

청혼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양측의 어른들은 
밤새 술을 마시며 노래를 주고 받으면서 즐기 

고 다음날 남자측이 돌아갈 때 여자측에서 준 

비했던 선물을 준다.

쏭쇼줘(送手掏): 자오먼후를 통해 서로가 마 
음에 들면 양측의 부모는 자주 자기의 자녀를 

상대방의 집에 보내 일을 돕게 한다. 이때 남 
자는 여자에게 팔찌를 선물하게 되는데，이것 

은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의 정을 알리려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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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푸미족의 소녀

물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남자측에서 더욱자 

주 남자를 보내 여자측의 집안 일을 돕게 하 

고 결혼할 여자에게 옷 등을 선물로 보내 여 
자측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

지궈광(祭親莊>: 이것은 약혼과 같은 것인데， 
남자측이 여자의 집에 가서 진행을 한다. 양 

측이 모두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고 잔치를 

즐기면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남자측이 돌 
아면 여자측에서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 

한다.

관모런(眺漠A): 결혼을 하는 날 신랑측에서 

는 마을의 어른 중에 말과 노래에 뛰어난 사 
람을 대동하고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데，이 
대동한 사람을 관모런이라고 부른다. 신랑측 
의 일행 이 도착을 하면 신부측에서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신랑측의 걸음을 막는다. 이때 

관모런이 노래를 통해 문을 열어줄 것을 청한 

다. 신부측에서도 노래로 답하고 하여 이렇게 

몇 번의 뚜이거(封歌)가 오고 간 후에야 문을 
열어 신랑의 일행을 맞이한다. 신부측에서는 

문을 열어 신랑일행을 맞이한 후에 다른 사람 

들은 쉬게 하고，미리 준비시켰던 몇 명의 어 
린 소녀들로 하여금 관모런을 한 방에 가둔 
다. 그리고 뚜이거를 계속하게 하는데，만약

에 관모런이 지면 3일 동안 집 

에 돌아가지 못하고 벌주를 마 
셔야 하고, 이기게 되면 문을 

열어준 후에 사괴를 하고 상석 

에 앉게 한 후에 후하게 대접을 
한다. 관모런은 푸미족의 결혼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추팡먼(出房門): 신랑은 신부의 
집에 도착한 후에 마을을 돌며 

인사를 다닌다. 둘째 날 아침은 
신부측에서 대접하고，저녁은 

신랑측에서 미리 준비해 온 음 
식으로 대접한다. 셋째 날 신부는 예쁘게 단 
장을 하고 떠날 준비를 한다. 신랑측에서는 

신부를 영접하는 노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신랑일행이 신부를 데리고 떠나 
기 전에 신부의 부모에게 술을 따라 대접하면 
서 인사말을 건네고, 신부의 부모도 신랑측에 

게 인사말을 건넨다. 이때 신부는 집안의 휘 
탕이 있는 곳에서 어른들에게 감사와 작별인 

사를 나눈다.

치앙신니앙<抢新娘): 신랑측이 신부를 영접해 
서 신부의 집을 떠난 후에 신부의 친구들과 
마을 사람은 그들의 가는 길을 막는다. 신랑 

의 일행은 매번 선물을 줌으로 길을 열고 마 

을 입구까지 간다. 신부측에서는 마을 입구까 

지 나와 신랑의 일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한다.

신부는 집을 떠난 당일에 신랑의 집에 들어 
갈 수 없고，밖에서 하루를 묵는다. 다음날 아 

침 신랑측에서는 총을 세 번 쏘아 신부영접을 
알린다. 신부는 총성을 들은 후에야 신랑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신부는 신랑의 집에서 3~7일을 머문 후 자 

기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찾아본다. 신부는 
자기 집에서 10~15일 머문 후에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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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랑과 독립 된 생활을 한다.

푸미족 남자는 모수오런과 짱족의 여자들 

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만난 사람 
들 중에도 푸미족 남자와 모수오런 여자가 결 

혼 한 경우도 있다. 물론 이들의 결혼은 일반 

적인 풍습의 결혼이 아니다(나시족의 결혼부 
분 참고).

장 례 : 푸미족은 독특한 장례법을 갖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총을 쏘아 전 마을에 알 

린다. 그리고 시체를 씻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데, 씻고 나면 시체를 백색 천으로 묶는다. 묶 
을 때는 모태에 있을 때의 모양을 하고 묶는 

데，남자는 양손을 어깨에 놓고，여자는 양손 
을 가슴에 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태어날 

때의 모양으로 되돌아가서 성인으로 다시 태 

어나라는 의미 이다.

장례는 주로 화장을 하고 일부는 토장을 하 

기도 한다. 거의 모든 마을에 화장터가 있다. 

화장하는 날은 무당이 정하고, 화장을 하는 
날 새벽닭이 울면 죽은 사람을 위한 종교의식 
을 행한다. 그리고 라마나 한꾸이가 먼저 화 

장터에 가서 경을 읽고，장례행렬이 집을 떠 
난다. 장례행렬은 제일 앞에 말을 이끌고 길 
을 인도하는 사람이 가고, 다음 사람은 불을 
들고, 또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을 보내는 길 

을 그린 약도를 갖고 간다. 그리고 관의 뒤에 

는 죽은 사람을 보내는 친척이 따라간다. 화 
장을 할 때에는 라마가 먼저 네 귀퉁이에 불 

을 붙인 후，화장을 책임진 사람이 완전히 태 
운다. 화장은 모계사회 에서는 모계 쪽의 남자 
두 명이，그리고 부계사회 에서는 부계 쪽의 

남자 두 명이 책임지고 담당한다. 이때 화장 

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만약에 시 
간이 길면 죽은 사람이 집안의 재산을 못 잊 
어서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옷，양식 둥을 

가져다가 함께 태워 죽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

시켜준다.

절기 : 푸미족의 절기는주로 생산노동 또는 

종교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따귀니 엔(ᄎ遇年)

푸미족이 지키는 신년으로 닝랑 지역에서 
는 음력 12월 7일부터 시작하고，란핑과 웨이 

시 지역에서는 한족과 같이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3일부터 15일까지 절기를 

지낸다.

이 절기의 기간에는 각 씨족 단위로 산에서 

양을 치면서 야외잔치를 벌인다. 야외에서 이 
렇게 하는 것은 그 해에 양들이 더욱 살찌고 
잘 자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때 첫날에는 3번 
상을 차리고, 둘째 날에는 6번，셋째 날에는 9 

번의 상을 차린다.

한편 집에서는 휴식을 취하며 친척과 친구 
들을 초청하기도 하고，방문하기도 하면서 새 

해인사를 나눈다. 새해 전날 밤과 새해 아침 
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밥을 먹는다. 

친구나 친척을 초청해서 식사를 할 경우, 꼭 

뼈를 끓여 만든 국을 대접한다. 그 의미는 내 
가 당신을 골육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여러 가지 오락활동을 즐기기도 하며， 
주요한 행사로는 각 가정에서 13세가 되는 어 

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성인식을 행한다. 

⑵따스우지에 (*  十五節)

이 절기는 본래 종교적인 절기 였으나 점차 
로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지고 지금은 오락성 

을 띤 절기가 되었다. 이 절기 기간에는 젊은 

남녀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즐기는데，이러한 활동시간은 이들에게 자유 

톱게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 칭밍지에(淸明節)

이 절기는한족(漢族)의 절기이지만 란핑과 
웨이시 일대의 푸미족이 지키는 3대 절기 중 

의 하나이다. 절기 기간동안 행하는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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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인근의 민족인 바이족이나 나씨족과 
비슷하다. 모든 집마다 버들가지를 꽂고，조 

상에게 제사를 지내며，청년 남녀들은 물가에 

모척 식사를 함께 하며 절기를 지낸다.

⑷ 또 안지에(端午節)

이 절기는 하나의 종교적인 절기로서 라오 

옌동(繞岩洞)이라고도 부른다. 사람들은 모 
두 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 좋은 옷으로 차려 

입고 깊은 산으로 간다. 깊은 산에 있는 동굴 

앞에 기름등불을 밝혀놓고 나무가지를 태워 
연기를 내어 귀신과 모든 질병을 내모는 일을 
한다. 이때 노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창 
포와 석웅황을 넣어 만든 약주를 마시고, 평 

미빠빠(꿀을 넣어 만든 떡)를 먹는다. 그리고 
나서 폭포로 가서 몸을 씻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절기를 보낸다.

(5) 주안산후이 (轉山會>

음력 7월 15일에 지키는 이 절기는 란핑과 

닝랑 지역이 서로 다른 활동을 한다. 란핑 지 
역의 푸미족은 ‘스빠 를 청해 집에서 경을 읽 

게 하며，거대하게 제사의식을 행한다. 닝랑 
지 역에서는 남자들은 단 과자류를 갖고，여자 
들은 단술과 수박류의 과일을 갖고 사只！산으 

로 가서 즐긴다. 이 기간 중에는 서로가 알든 
지 모르든지 간에 만나면 서로 열정적으로 인 

사를 나누며 자기들이 지닌 음식을 나누어 먹 
고, 서로에게 복을 빈다. 이 기간도 젊은 남녀 

들에게는 짝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된다.

(6) 창신지 에(嘗新節)

이 절기는 새로운 곡식을 거둘 때마다 지내 
는데, 새로운 곡식을 거두게 되면 새 곡식을 

이용해서 술을 담그고, 떡을 만들어서 우선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새로운 곡식을 

먹는다. 이 절기 동안에는 닭과 양，돼지를 잡 
아서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 
며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는 시간을 보낸다. 

역법 : 푸미족의 역법은 농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 1년을 셋으로 나눈다. 산에 꽃이 

피는 봄을 “화개월” 이라 부르고, 산을 개간하 
여 밭에 씨를 뿌리는 시기를 “소산월” 이라 부 
르며, 수확의 계절을 “취주월” 이라고 부르는 

데，이는수확을 한 후에 매우 기뻐서 술을 마 
셔 취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주택 : 푸미족의 마을은 대부분 완만한 산기 

슭에 자리잡고 있는데，산(바람)을 등지고 평 

지 (태양)를 바라보는 형태로 구성한다.

각 개인의 집은 거의 모든 집이 2층으로 중 

앙에 작은 마당을 갖춘 정 방형 또는 장방형 으 
로 짓는다. 목재로 된 가4 은 2층은 사람이 거 
주하는 곳이고，1층은 창고와 가축을 기르는 
곳도 있고，부엌도 있는데，부엌은 가족들의 

활동장소가 되기도 한다.

푸미족은 한 집 이 새로 집을 지을 때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돕는다. 집을 지을 
때 주인은 먹을 것만 제공하고 무런 보수도 

주지 않는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서로 돕는 

이 푸미족은 단결력도 강하고，또 서로를 돌 
볼 줄도 아는 민족이다. 다른 민족과 함께 어 

울려 살면서도 자기 민족의 것을 잘 보존시켜 
온 것을 보면 민족의 특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 

다는 것은 관계를 잘 갖는다는 이야기도 된 

다.

음식 : 푸미족의 주식은 그들의 주된 농사와 

관계 있는데，옥수수와 밀 등이다. 푸미족이 
즐기는 것으로는 차，술, 수요우차(K 油茶)， 

짠빠(權把) 등이 있다.

푸미족의 차마시는 습관은 생활 속에서 상 
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 
나자 마자 차부터 마시고，하루에 세번 이상 

은 꼭 차를 마셔야 하는데，이는 아마도 차 속 
에 있는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 형성된 습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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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진다.

자기만 마실 뿐아니라 손님 에게도 꼭 술을 

접대하는습관이 있는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술을 즐긴다. 푸미족에게는 “술이 없으 
면 대화를 할 수 없다” 는 말이 있는데，손님 

이 왔을 때 술이 없거나 부족하면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한 것이 되고, 반대로 손님이 술 

이 취하면 잘 대접한 것으로 여긴다.

수요우차와 짠빠는 짱족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여겨진다.

인지라 그들에게 맞는 선교전략을 가지고 나 

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사도 잘 되어야 하고 

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한다 
고 생각할 때 그리 쉬운 민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푸미족이 지금 널리 

알려지지 않은 민족이라 많%  교회들이 생각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민족을 위해 
서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빨리 입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고 있다.

목장 : 푸미족은 각기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 복장에서도 지역에 따 

라 차이가 있다.

푸미족은 어 렸을 때는 남녀를 구분하는 복 
장이 없고, 13세가 되어 성인식을 할 때 남자 

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으면서부터 

구분한다.

남자는 삼베로 만든 짧은 저고리와 폭이 넓 
은 바지를 입고，모자를 쓰며 양가죽으로 만 

든 조끼를 입는다.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 
고, 머리에는 모자 대신에 천으로 두르는데 
위의 모양이 고양이의 머리형태가 되도록 한 
다. 그리고 섶이 큰 저고리와 주름치마를 입 

고，색깔이 있는 허리띠를 매고，양가죽을 입 

는다.

푸미족은 연령에 따라서도 옷의 모양과 입 

는 방법이 달라진다.

기독교 : 선교 기록이 없는 미전도종족이다.

필자가 이들을 찾아갈 때 많은 어 려움을 느 
꼈다. 이들의 특징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적은 수가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조사를 하 

거나 가서 만나려해도 쉽지 않다. 이는 복음 
의 전파와도 관련이 있다. 비록 다른 민족들 

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 

로의 전통적 인 문화와 풍습을 갖고 있는 민족

기도제목

1. 높은산지에 살며，또 널리 흩어져 있는 지 
리적 조건으로 문화 및 복음전달이 어 려운 

데,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향한꿈 
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2.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 

^ 록.

3. 바르고 충실한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입 

양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 
는 기회가 속히 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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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 ;쪘 7—찌 —
중국 교M匿찾아서(17)

으^  ° 에 H i ̂  Mt

산이 (三ᅳ)교회의 어제와오늘

천이핑 (陳以平) 목사는 구랑위 (鼓浪 

峡)섬에 있는 그의 교회와 기독교인으 
로서 의 자신의 삶을 이웃에게 전달하 

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 
간다.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천 목사도 도저히 70이 가까 
운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젊 

고 건강해 보인다. 애덕기금회 해외 연 
락사무소의 신임간사 Mr. Ian Groves 

(영국성공회 파송)가 천 목사를 만나서 
그의 교회와 음악사역에 관한 이야기 

를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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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성_ 구향익

“음악의 섬”, 이는 중국인들이 푸젠성(福建 

省)의 경제특구 샤먼(厦門，아모이로도 알려 

져 있다.)의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진 구랑위 
섬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지금까지 걸출 
한음악가를 여럿 배출하였으며，좁은골목을 
걷노라면 때론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섬의 인구는 2만 5천 명이고 그 
중 기독교인이 약 2천2백 명이다.

산이교회의 란려어린 에배재개

산이교회 (三ᅳ堂 : 중국 기독교인들은 삼위 일 

체를 줄여 ‘삼알 로 표현한다-편집자 주)는 
13년 간 정부청사로 사용되다가 문화혁명 이 

끝난 후 1979년 중국에서 세 번째로 다시 문 

을 열었다. 당시 천 목사는 어느 토요일에 정 
부로부터 교회재산이 다시 교회로 환수될 것 

이며, 바로 다음날인 주일부터 곧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천 목사는 교 
회가 다시 열린다는 말에 너무도 기뻤으나 한 
편으론 걱정이 되었다. 13년 간 예배를 드리 
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예배준비는 고 
사하고 예배의 재개를 알리기 에도 빡빡한 시 

간이었다. 할 수 없이 천 목사는 주위의 몇몇 
신도들을 불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다. 

다음날，아침 9시 정각에 교회 문이 열렸고, 

사태를 파익하기 위해 정부 관리들이 도착하 
였다. 결과는 1，000석의 예배당이 꽉 차고 바 
깥에 서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800명 이상이 

되었다. 1934년 교회가 세워진 이 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일예배를 드리러 온 적은 없었 
다.

천 목사의 낡은 성경

천 목사는 1950년대에 베이징(北京)의 연경 

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당시 정치

적 분위기로 인해 안수를 받을 수도 목회자로 

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 

는 졸업 후 가난한 산간지역에 가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봉사하였으며，1989년이 되어서 

야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문화대혁 명 기간(1966~1976)동안 천 목사 

는 모진 고난을 당하였다. 그는 잡역부로 육 

체노동을 하였다. 종종 ‘고깔모자 를 쓰고 거 

리에 나가 징을 치며 행진하면서 ■자아비판’ 

을 하도록 내몰려졌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 

을 하나님을 위해 고생한 영광스러운 시간으 
로 여기고 있다. 이 기간에 수많은 비밀집회 

들이 가정에서 열렸으며，신도들은 성경을손 
으로 베껴 서로 나누어 가지곤 하였다. 홍위 

병들이 수시로 성경압수를 위해 가택수색을 
하였으므로 이를 피해 성경을 여러 곳에 분산 

해서 숨겨야 했다. 천 목사도 성경을 하나 갖 

고 있었는데，그는 그것을 베갯속에 감춰서 
샤먼 대학에 있는 그의 사촌 집에 숨겼다. 그 

의 사촌은 공산당원으로 홍위병의 단속이 그 
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다. 이 성경은 13년 동안 집회를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천 목사는 헤질 대 
로 헤진 그 성경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이 

보다 더 귀한 성경이 있으랴.

산이 이름 아래 모인 4 개 교따의 일치노력

지금 산이교회는 1,700여 명의 신도에 네 명 

의 목사와 전도사가 있다. 이전의 4개 교파가 
함께 일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의 교파전통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중화기독교회가 오전에，양무리희가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 안식일교는 토요일에 예배드 

리며, 참예수교회 출신 교인들도 따로 예배를 
드린다. 이들은 교파배경에 따라 성례 전, 목 
회자의 역할，예배시간과 의식 둥에 대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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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한 교회구성원이 
라는 면에서, 그리고 삼자의 원칙에 있어서 

그들은 일치되어 있다. 신도들은 같은 장소를 

사용함은 물론이고 하나의 교회관리 구조와 

하나의 이름, 즉 산이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 

여있는 것이다.

음악사역으로  능촌교회 후원

섬 의 전통에 따라 교회는 주요한 사역을 음악 
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성인성가대와 청년 
성가대，그리고 12세 이하의 어 린이성가대가 

있다. 또한 50명으로 구성된 훌륭한 관현악단 

과 어린이 관현악단까지 구성되어 있다. 음악 

그룹 이외에 교회는 또 ‘영성훈련반’ ，‘청년 
친교반’ , ‘주일학교와 노인반’ 등 세 종류의 

성경공부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은 
이 교회의 주된 관심이자 장점 이다. 각 성가 

대는 정기적으로 도시를 순회하며 찬양예배 
를 인도하며 특히 주변의 농촌교회를 후원하 

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교회는 청소년성가대 
가 단지 노래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권면하 
고 있으며，이에 그들은 자연재해로 고난당하 

는 농촌지역의 교회들에게 의연금이나 의복 

을 보내는 활동으로 응답하고 있다.

예배는 대만의 많은 교회 에서 시용되는 방 

언과 같은 푸젠성 남부지 역 방언으로 드려진 
다. 그러나 외부인 참가자를 위해 설교는 대 

개 표준 중국어로 통역된다. 성탄절에는 신도 
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예배당의 조건상 성 

탄특별예배를 24일 밤과 25일 밤 두 번에 나 
누어서 드린다. 어떤 경우에는 성탄절이 낀 

주일에도 드린다. 성탄절예배는 특별히 대학 
교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매년 5,6천 명의 

대학생들이 성탄예배에 참석하며 심지어 예 
배가 끝나고서도 자리를 뜰 줄 모른다.

찬증소리와  설교가  픈 전도

산이교회는 모 든  활동을 종교법규에 따라 교 

회 내에서 행하고 있으며 노방전도 등의 시도 

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앞 
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울려나 

오는 찬송소리와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설교 

의 음성을 듣고서 교회로 들어오곤 한다. 비 
등록 교인이었던 한 여성은 그녀가 들어오던 
바대로 등록교회가 부활 등과 같은 중요한 교 
리를 설교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 

고 그녀는 이 교회가 실제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였다. 어느 날，교회 앞을 
지나다가 그녀는 우연히 부활에 관해 설교하 
는 천 목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천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들었으며 이후 그녀는 이 교회의 신도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금 그녀는 수백 명의 

청년신도를 책임진 청년들의 지도자•가 되었 

다-

신이교회를 동해 예수醫 영S 한리 ^ )  목사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신제 교회의 
리 목사 또한 산이교회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 
였다. 그의 7]족들은 매우 미신적인 불교도였 

다. 아버지는 부처상을 조각하였고 소년 리는 
이를 도왔다. 어느 날 리가 길에서 세 명의 산 
이교회 교인들이 예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을 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지금 누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자 를 물어보았고 그들은 알 

고 싶으면 자기 집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그에게 신약성서 한 권을 주었 

고 이 책을 통해 예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일러주었다. 그는 이후 하나님을 믿고 그 
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였다. 그의 아버지 

가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그에게 욕을 

하며 심하게 때렸다. 그는 아들에게 부처를 
안 믿고 예수를 믿을 거면 더 이상 집안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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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와 중보기도，영적전쟁에 대한 명쾌한 정리를 통해 믿는 자들 

의 삶에 강한 도전을 주 었 던 〈하나님이 찾으시는사람〉의 저자이자 

한국 예수전도단의 대표인 홍성건 목사의 두 번째 책이 나왔다.

저 자 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에서 첫 번째 책의 도전 

적인 메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러 

나 그 메시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 

님과의 인격적 이고 친밀한 만남으로 들어가는 문을 저자는 담담하 

면서도 힘있는 권면의 말로 열어 보인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활력소로 다가 

가기에 충분하다.

로 인정할 수 없으니 집을 떠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리 목사는 신앙 때문에 집 에서 쫓겨 

나게 되었다. 그는 산이교회에 오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였으나 중졸의 학력밖 

에 되지 않았으므로 고졸 학력을 얻기 위해 3 

년 간 피나는 공부를 해야 했다. 그는 두번의 

낙방을 경험하고 나서야 신학교시험 에 합격 

했으며，이제는 그의 교회 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 었다.

a  교습려의 개종

샤먼시에 있는 난푸튀쓰(南普陀寺)의 승려가 

한번은 산이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 

승려는 원래 쓰촨(四川) 사람이며 샤먼에 오 

기 전에 티벳에서 공부하여 불교 경전에 해박 

한 분이었다. 그는 친구로부터 교회를 소개받 
고 여러 번 그곳에 갔다고 한다. 천 목사는 그

에게 승려복을 입고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신 

도들의 눈에 거슬리니 승려복은 삼가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숭려는 청년회에 가입하였으 

며 후에 신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앙체 

험에 대 해 〈천풍(天風)〉에 두 차례 기고하였 

다. 편집지들조차 불교승려가 자신들에게 기 

고한 것에 대해 놀랐다고 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발견하는 하나년의 현 

존ᅳ중국 교회의 부®

천 목사는 중국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에게 

믿을 것을 강요하거나 설득해서가 아니라 교 

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비추었기 

에 가능하였다고 강조한다.

출처/r중국 교회 J 제10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1999/7*8 중국을주께로 101



----------------- 평 되 } 7 - 펴 --------------------------------------------

사호/주으/ 중국에서의 스/흑낸육2/ 신학사상(6)

원 가 정 교 회 의  신 학 사 상

주피득

1900년의 중국의 기독교(신교)

교세는 신도 수가 11만 3천 명，

내국인 사역자 1천6백 명과 2천 

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다 

(Adeney, 41). 그 후 1949년의 

신도 수는 대략 150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 오늘날의 통계를 보 

면 삼자애국운동에 속한 교회 

(이하 ‘삼자교회’ 라 함)에서 발 

표한 가장 보수적인 통계 (1990)

를 보아도 1천만 명이 된다. 이 

것은 지하교회 혹은 독립가정교 

회 신도수를 포함시켜야 더 정 

확한 통계를 알 수 있는데 , 적어 

도 대략 7천만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시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 

명할 수 있을까?

지난번 중국의 삼자교회 신학사상의 소개에 이어 이 

번에는 중국의 독립가정교회의 신학시상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언급되었던 중국 가정교회 

의 신학사상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지만, 좀 더 우리 
한국인의 관점에서 총체적이며 개괄적으로 기술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에 예비 적 인 형 태로라도 잠깐 소개하기로 하겠다. 먼 
저 중국의 독립가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

중국 어느 가정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

고 그 신학시상•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L 중국의 독립가정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선 여기서「독립가정교회」라 함은, 그것이 

‘정부나 공산당이든지 아니면 외국의 교단이 

나 선교단체든지 외세의 간섭 이나 통제를 받 

기를 원하지 않는 교화 들로서 대부분 공개 
적인 교회당이 아닌, 가정집이나그와 유사한 

장소에서 비공개적으로 모이고 있다. 중국의 

독립가정교회 신학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말 

할 때，우리는 그들이 중국전!문화의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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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중국인들의 교회라는 측면에서 신학사 

상의 형성 배경을 논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본인의 글에 중국 교회 

전체를 논할 때 공통으로 다루었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곧바로 근대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그 뿌리와 형성과정 둥을 토의 
함으로써 중국 독립가정교회의 소개를 시작 

하기로 하겠다.

A. 근대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

우리가 아는 바처 럼 금세기 초 중국 기독교교 

회와 성도들은 중국사회의 수구파와 개혁파 

의 격전의 전장에 놓여 있었다. 기독교회에 
대한 사회의 주요 질문은 기독교가 또 하나의 

미신집단과 외국 특히, 서양문화의 대변 단체 
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중국 사회의 의심 섞인 눈초리를 심하게 받고 

있던 당시의 중국 기독교희들은 소위 ‘신학적 

인면에서의 전략적 후퇴 (strategic theological 

retreat)' (Lam, 1S>84： 46)를 하였다. 교피주의 

의 분파적 모습과 자유주의 신학계 열，보수주 

의 신학계 열 간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 

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인격형성’ 에 그들의 신앙 행위에 초점을 맞 

추었다. 그 후 중국 독립가정교회운동의 결정 

적인 요소가 되었던 이 러한 그들의 강조 점들 

은 왕밍따오(王明道) 목사와 같은 중국 기독 

교회 지도자의 교훈과 삶에 분명히 나타난다.

왕 목사는 성경 연구를 통해 확신 있는 표현 

을 하기를 “기독교 복음은 이 세상 어 떤 누구 
의 문화가 제공하는 것과도 아주 다른 구별된 

삶의 양식을 제시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문화란 그에게 있어서 아담 이후로 

계속적인 부패상태에 있어왔다는 것이다 
(Lam:77과 Wang: 1981).

공산당이 중국내전에서 승리를 구가했던

1949년에도 단지 소수의 무리라고밖에는 볼 

수 없었던 중국 기독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 

앞에 엄청난 도전을 직면하게 되었다. 외국선 

교사들이 추방되었으며，마오쩌둥(毛澤東)의 

승리로 기독교신학의 모든 표현 속에 사회주 

의 이념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드디어 1951년에 중국공산당은 우야오종(吳 

耀宗) 등 당시 중국의 진보주의적 기독교 인 

사들로 하여금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 을 
결성하게 하였는데，이는 겉으로는 국민들에 

게 종교에 대하여 자유의 장을 제공하는 수단 
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 

산당정부가 종교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대 중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된 

것은 공산당이 중국 대륙에 들어온 사실，그 

것이었다.

성도들이 이 러한 새로운 종류의 교회조직 

에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바꿀 것인가，아니 

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에 도전할 것인가 하 

는 문제가 대두 되었다. 불신자인 사람이 몇 
몇 주요 기독교단체와 관련되는 것을 예수님 

은 금하셨는가 하는 도전적 인 질문이 그들 앞 

에 놓여졌다. 왕밍따오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였다. 제2 

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꼭뚝각시 전국기독교회조직에 가입을 강요 

받았던 것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 앞에서 왕 

목사 등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 

의 신앙과 신실성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을 느꼈다. “하나님은 성도들 

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도록 허락하시 

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 이 
라고 가르쳤다. “이 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감사와 순종의 자세를 
유지하고 억울하게 매맞는 것을 참음으로써



성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간 초 

기부터 이미 형성된 특성 중의 하나였다(간절히 기도 드리고 있는 중국의 

어느 가정교회).

잘 갈고 닦인 돌 

들로 만들어져 

서 주님이 쓰시 

기에 합당하고 

유용한 도구들 
이 된다” 고 하 

였다 ( W a n g ,

1981： 144-145).

삼자교회의 

가입을 거부하 
는 왕 목사와 같 

은 지도자들의 

길을 따라 많은 

성도들이 집에 
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역설적으로 

1951년에는 서구와의 그 어떤 관계도 단절하 

게 되었으며，모든 공개적 신앙활동들이 중단 

되어 50년대 말에는 공개적인 교회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삼자애국운동’ 

역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이 지난후인 1980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실 

시 이후에 ‘삼자회’ 가 다시 조직되었다.

I960년대 소위 문화대혁명 때 사상개혁의 

일환으로 기독교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모 

두 시골의 강제노동소로 보내졌다. 공산당청 

년단체 희원들이었던 홍위병들에게 각종 권 

한이 주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 

거나，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기존 사회의 질 

서를 파괴하고 온갖 만행을 일삼았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나타 

났는데 그것은 복음이 더욱 넓게 퍼진 것이었 

다-

정부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 문화 

대혁명은 197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1976 

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1978년 덩샤오핑 

(部小平)이 권력을 장악한 때부터 중국 대륙

에 새로운 개방 

의 바람이 불어 
와교회들을공 

개적으로 열어 

주기 시작했으 
며，1980년에는 

‘ 삼자애  국운 

동’ 이 재설 립 
되었다. 지도자 

로서 덩사오핑 

은정치이념자 
체보다 현대화 
•(특히 경제적 

인)의 실제적 

필요를 여러 모

로 강조하였는데 그것이 곧 그의 새로운 정치 

이념이었다.

아무리 그 모습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아 

도 삼자교회조직의 실제가 가져다주는 도전 

은 1980년 재설 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 

국 교회의 성도들을 분열시켜왔다. 물론 중국 
외부세계의 사람들 중에는 중국의 삼자교회 

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변호하는 사람들도 적 

지 않다. 딩광쉰(丁光訓)이나 한원자오(韓文 

藻)와 같은 삼자교회지도자들이 서구 여러 나 

라뿐 아니라 한국의 교단과 교회 에 자주 초청 

되어 연설가로 둥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삼자교회 조직이 중국에 존재할 가장 좋 
은 기독교복음사역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중국독립가정교회 지 

도자들과 성도들은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견해들 사이 

에서 어떤 것이 표면적 사실이나 실제 결과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본고의 의도에 있 
지 않다. 왜니하면 가장 좋은 기독교복음사 

역의 장’ 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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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는 중국의 독 
립가정교회의 신학시상에 초점을 맞추려 한 

다.

B. 독립가정교회: 그 뿌리와 형성과정

과거 중국의 암울한 정세에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여러 핍박과 혼돈 
중에도 전국 각지의 수많은 작은 가정집회에 

서 성도들의 수와 집회수가 크게 늘었다는 사 

실이다. 이것은 보수적인 통계를 보아도 상당 

히 놀라운 비율로 중가된 것이다. 놀라운 속 

도로 시작 발전해 온 가정교회들은 어디서 출 

발한 것이며，어떻게 생겨난교회들인가?

중국 대륙에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은 최근 

의 일도 아니고，공산당이 들어온 때에 시작 
된 것도 아니다. 중국 대륙의 광활함과 그 문 

화에서의 가족의 중요성 때문에 성도들이 가 

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 땅에 복 

음이 들어간 초기부터 이미 형성된 특성 중의 

하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들도 전 세계 
기독교회의 역사 속에 꾸준히 반복된 그런 형 

태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중국가정교회의 형 

성과 그 흐름에 대해서 조나단 차오는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1949년 이전에는 중국 교회에 대해서 가  
정교화 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신 가정집화 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러한 집회들은 결국 가정에서 출발하여 조 
직화된 교회로 발전하였다. 교파 속의 교회들 

에서도…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가정집회 

들은 최근에 발전한 것이 아니다. 1949년 이 

전에도 수십만의 중국기독교인들이 중국전 

역에서 가정집회의 맥락 안에서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가정집회의 다양한 전통들이 1949 

년 이후 가정교회 운동이 발전하게 된 주요 

배 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독립가정교회들의 배경 가 

운데서도 근본적인 두 가지의 뿌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에 대해 조나단 차오(1991: 86)는

(1) 1911년의 혁명으로 야기된 독립정신의 영 

향으로 1902~1919년에 전개된 각종 ‘독립교 

회운동’ 과 ⑵중국공산당에 의해주도된 반 
기독교운동의 영향에 의해 1919~1927년에 

주로 나타난 ‘중국토착교회운동’ 을 언급한 

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 차오는 아래와 같 

이 설명한다.

“•••1949년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독립가정교회들과 교파 소속의 교회들은 평 

상시처럼 그들의 사역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950년과 1958년 사이 에 이 모 든  교회들은 실 

질적으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통제에 들 

어가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폐쇄되었 
으며 그 교회의 목회자들은 경고도 없이 해임 

되었다. 대도시에 있는 소수의 삼자교회를 제 

외하고는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가진 교회들 

은소멸되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성과 서로 

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신자들은 서로를 격려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에서 은밀 

히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혁명이 발생 

하자 비 밀집회마저도 중지해야만 했다. 1970 

년대 초반에 가정교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 

했는데，이 집회들은 보통 목회자적 심정과 

전도의 심정과 열정을 가진 평신도 영적 지도 

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들은 순회설교를 
시작하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로 더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었다……"(1991： 

88).

왕밍 따오 목사와 같은 이들은 이 때 삼자조 

직과 중국기독교협회 <이하 ‘양회(兩會)’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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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 어떤 타협도 거부했던 몇 명 안 되는 중 

국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이 사실이야말로 바 

로 우리가 중국 독립가정교회운동과 그 신학 

사상에 대해 논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그 

들은 ‘주께 대한 헌신이란 교회의 예배나 가 

르침에 대한 정부의 교회 규제의 그 어떤 순 
종도 결코 포함하지 않는다’ 는 확신을 가지 

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1950년대 초기에 공 

산당 정부가기독교인들을 등록시키 려는 시 

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중국의 독립가정교회 
는 과거의 배경과 관련된 단결력 외에 또 하 

나의 새로운 단결력을 얻게 되었다.

한편 데이빗 에이드니는 현재 중국의 독립 

가정교회 형성 및 성장 요인을 다음 6가지로 

보고 있다(Adeney, 1985： 145-146).

(1) 기존의 조직교회들의 폐쇄

(2) 정치적 불안정의 시대에 표출된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깊은 갈망

(3) 그 어떤 정치적인 통제에서도 벗어나고 

싶은바람

(4) 문화대혁명 때문에 성도들이 전국으로 흩 

어지게 된 일로 인해 새롭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기회

(5) 병 치유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반 

응으로 나타난 성령님 의 특별한 사역

(6) 각종복음방송의 역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중국 가정교회의 뚜 

렷한 특성은 그들이 정부로부터 의 통제 이든 

외국 정부나 교단，선교단체로부터 의 통제든 

지 정치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것 

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성도들의 특성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역설적 

인 시실은 삼자교회조직은 ‘삼자(三自)’ , 즉 

〈자치 (自 治), 자양 (自 養)，자전 ( 自 傳)>을 강조 

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삼자교회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자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 

구심을 나타냈는데，대부분의 독립가정교회 

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엄연한 사실로 나타났 

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기존의 모든 
조직적인 교회들이 폐쇄된 이후，이 거대한 

국가에서 기독교는 이제 주 소멸되어 버리 

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 기독교회의 실질적 성장이 일어 

난 것은 바로 중국인들이 스스로 지도력을 가 
지고 일한 바로 그 때였던 것이다.

C. 중국 독립가정교회의 유형

중국 독립가정교회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역 

사적 배경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최근의 상 

황과 관련된 배경으로서 적어도 아래의 7가 

지 유형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동부〈저장성(浙江省)，장쑤성(江蘇甚)> 유형
1906년 상하이(上海)에서 외국 선교희들로부 

터 완전히 분리된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 조직 
된 교회형태.

2. 북부 도시 <베이징(北京)，텐진(天津)，지난 

(濟南)，칭다오(靑島)〉유형
1910~1921년 북부 도시들에서 형성 발전된 

것으로서 여러 교파들이 연합하여 형성되었 

다. 자치,자양,자전을강조하며이전의 ‘중화 
기독교회’ 배경의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참예수교회유형

1917년에 조직되어 여러 성(省)에 확산되었 

던 오순절 계통의 독립교회운동으로서 현재 

대만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다.

4. ‘예수가장 유형
1926년 산둥지역에서 징디텐잉에 의해 시작



된 공동체생활을 강조하는 비교적 독특한 가 
정교회 유형이다. 지금은 공산당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운영되던 공동체는 공식 
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그 영향이 지금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00년대 초에 중국 산등성을 방문한 두 여성 
선교사<노라 딜렌백과 릴리안 브리어)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얼마 후 ‘예수가정’ 을 시작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사들이나 그 어 떤 

외부의 6ᅵ무런 원조 없이 시작하였다. 당시 
‘예수가정’ 의 조직은 징텐을 가장으로 하고 

교회에 가입한 회원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공 

동생활과 공동생산을 하였는데，외국 선교부 
의 어떠한 도움도 거절하였다. 자치, 자양, 자 

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농촌지 역에서 큰 성 

공을 거두며 발전했다. 사유재산은 없었고 육 
신적 혈연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약혼과 

결혼은 징 덴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고 결혼한 
후에도 동거는 허용되지 않았다.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하여 친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애정 표현을 통제하였으며，자녀들 역시 부모 

에 대한 특별한 정이 결여되어 자연적으로 혈 
연적 가정관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 

지 않았다. 사회적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천국 

의 이상 사회를 이 땅에서 실현해 보려는 비 
현실적인 이상을 가졌던 과거의 가정교회의 

^ 습이다.

5. 겨방교회’ 유형

1928년 니토성(와치만 니)에 의해 설립된 ‘집 
회소’ 혹은 ‘소군파’ 로도 알려진 교회 이다. 

기성교회를 기독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독자 

적으로 일어난 ‘지방교회’ 이다. ‘소군’ 이란 

이름은 마7]복음 3장 32절에 나온 적은 무리 
에 근거하여 명명한 것이다. 신약성경에 보면 
한 지방에 꼭 한 교회만 있을 수 있고 다른 곳 

은 집회소로만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한 지

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것은 좌 라고 생 

각하였다. 그렇게 모이는 자기들의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지방교 

회’ 개념이다.

니토성은 왕밍따오，쑹상제에 동과 함께 중 
국 기독교보수파의 전통 중에서 잘 알려진 몇 
몇 소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중국 

교회 토착적 조직신학에 관해 누구보다도 깊 

은 영향을 끼 친 중국 교회 의 대표적 인 시상가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신학사상은 긍정 
적인 면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비성경적 
이고 모순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신 

학 은 「영적 신학(屬靈神學)」이라고도 불리는 
데，그의 모든 신학은 삼분설적 인간론에 근 

거한 ‘영적 생명-〉영적 기초-〉영적 단체’ 의 
관계로 설명된다.

6. 삼자교회에서 나온 성도들로 시작된 가정 

교회 유형
전국 각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의 삼자 
교회의 성도들이 분리해 나와서 시작한 가정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 공통점이 있다 
면，다니던 삼자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삼자교희보다는 더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하고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신앙 

자체보다는 다분히 인간적인 이유들--예를 

들면 시기와 권력다툼，의견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도 있는 것 같다.

7. 외국 선교사들이 근래에 세운 가정교회
가정교회와 관련된 선교시들의 활동으로 세 

워지게 된 교회나 단체들이 최근에 각 곳에서 

점점 눈에 띄게 생겨나고 있다.

주피득/중국선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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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펴
중국의 관문도시(9)

복음의 관통로，중국의 관문도시ᄃ그 

S

티  벳 ■으/라卿立薩)와 시가체(日 咖 )

티  벳 (西 藏 )
인구와  면적

티벳의 전체 인구는 약 580만 명(국내인구 
560만，네팔 6만，인도 10만, 부탄 3천)이다.

95년 중국 정부의 인구통계에 따르면，티벳자 
치구와 칭하이성(靑海省)을 합쳐 462만의 티 

벳인이 있다. 전체 티벳인 중 10% 정도만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동일한 퍼센트의 인 
구만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티벳자치구의 
면적은 121만km로 남한의 12배가 넘는다.

빼 L j l i l i B S M W S

이번 호에서는 테벳의 두 도시, 라싸와 
시가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독자들 
의 이해를 돕고자 티벳지 역에 대한 소개 
를 먼저 하였다. 또한 티벳의 지역명은 
중국 표준어가 아닌 티벳어로 표그 I했다.

-편집자주
언어와  지역

언어는 티벳-버마어계에 속하며，악센트로 음 
소가 연결된 단어를 구별한다. 7세기 이후 산 
스크리트 불전을 번역하기 위해 굼타문지를 

모체로 하여 문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 역 

마다 각각 방언이 달라 서로 통용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티 벳자치구는 대체적으로 중앙 

과 서부，남서부, 남부 4개의 방언구로 나뉜 

다.

티벳인은 중국어로 짱(蔵)족이라 한다. 짱 
족은 다시 라싸(拉薩)인, 캄바(康巴)인，암도 

(安多)인으로 나뉜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언 

을 쓰고，생김새와 성격도 다르다. 간쑤(甘 

肅), 칭하이(靑海)，쓰촨(四川)에 사는 암도인 
은 외모가 잘 생겼고 언어도 제일 고급 언어 

를 사용한다고 한다. 암도인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2~3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티 벳자치구의 동쪽에 있는 창더우(昌都)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캄바인은 숙련된 전사(戰 

士)들로서，지금•도 붉은 실을 꼬아 머리에 쓰 
고 남성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닌다. 사용 
하는 언어는 저급한 편이라 한다. 

--------------------------------------------------- -

라마교 사원에서 경전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수도승들의 모습



라싸인은 라싸(拉薩)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티벳의 정치，경제, 종교 중심 
지로서 중간적인 성격을 띈다.

자연환경

티 벳고원은 4천7백 만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라, 지금도 노천에서 소금광산이나 염호를 유 

난히 많이 볼 수 있고，북서부에서는 온천도 

흔히 볼 수 있다. 자치구는 대부분 해발 4천m 

이상에 위치하는데，라싸시(拉薩市)는 3천6 

백m, 칭짱고원(靑藏高原)은 5천m, 아리고원 

(阿里高原)은 4천5백m 정도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겐 고산병으로 

인한 무력중，폐렴，관절염이 흔하게 발생한 
다. 산소가 희박하여 잠이 계속 오 고 ，심한 두 

통，뒤통수가 무거워지는 고산병 중상이 악화 
되면，구토와 함께 코피를 쏟으며 균형감각을 

상실한다. 최악의 경우 뇌수종이나，폐수종， 
전혈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인더스강과 야루창포강(雅魯藏布，중국인 

들은 창포강이라고 함-역자 주)이 이곳에서 

발원하는데，이 야루창포강 유역은 토지가 비 
옥한 편이라 메밀과 보리，약초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티 벳은 위도가 낮지만 고산 

지대이므로 한랭건조한 기후를 보인다. 한여 

름에도 기온이 20t 를 넘지 않고，한겨울에도 

낮에는 2CTC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그러나 
일교차가 워낙 커서 아침은 봄，낮은 여름，저 

녁은 가을, 밤은 겨울이라고도 한다.

티 51!의 역 入  t

7세기 초 티 벳인들은 토번(吐番)왕국을 이루 
었고，649년엔 专첸감포(松贊干布)왕이 날은 

부족을 통일하여 강력한 국가를4이루었
다. 이 왕이 불교도였던 문성공주와 네팔여인 
을 부인으로 맞음으로 .교 가  에 들어오 

게 되었다. 1253년 원나라 헌종이 티벳을 장 
^ --- 활-------

부처상을 크게 그려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라마승들과 티벳인들

악하자 라마교의 한 종파인 사카(薩迦)파가 

정권을 잡고 사카왕조(；L270~1345)를 세워 
정교합일적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러다 
가 14세기 엄격한 계율주의와 독신주의를 주 

장하는 게룩파(黃敎)를 쫑카바(宗»客巴)가 창 

시하여 이때부터 달라이 라마가 정교(政敎)

의 지도자로등장하게 되었다. 1720년 중국은 

영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 티벳을 자신들의 
보호령으로 선포하고 통치하였고，1904년 13 

대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33년 13대 달라이 라마의 서거 후 1940년 1월 
15세의 텐진가쵸(丹增嘉措)가 14대 달라이 
라마로 정식 둥극하였다,

1950년 중국이 무력으로 침공하여 라싸에 

민간주재기 관과 군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1959년 3월에 티벳인들은 달라이 라마를 보 
호하기 위해 대규모의 시위를 일으키자，중국 

정무는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였다. 정부의 무 
력진압으로 인해 많은 승려들과 백성이 학살 
되었고，수많은 라마불교 사원이 파괴되었다.

이로 말미 암아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 
였고，티벳의 모든 정치적 권한은 백지화가 

되었다. 65년 이후부터 중국 정부는 티벳의 
본토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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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허락하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지배 아래 있다. 1987년에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여 유혈사태가 발 

생하였다. 이후 93년까지 외국인의 티벳 방문 

이 엄격히 금지되었었다.

생활  중습

일처다부제 25%, 일부다처제 5%로 씨족사회 

의 모계풍습이 남아있다. 이는 척박한 땅에서 
유목을 해이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단결과 생 

존을 위해 이루어진 풍습이다. 땅과 나무가 
부족하고 건조한 환경 탓에 사람이 죽으면 화 

장(火葬)하는 대신 시신을 독수리에게 먹이 

는 천장(天葬)의 풍습이 있다. 부자나 고승 

(高僧)의 경우엔 화장을 하고，중죄인이나 전 

염병 환자만 수장(水葬)을 한다.

티벳은 7세기 이후부터 달라이 라마를 정 

치，종교 지도자로 하는 독특한 제도를 유지 

하고 있었다. 티벳인에게 있어 달라이 라마의 

존재는 관음의 화신이며 정신적 권위의 상징 

이다. 지금 달라이 라마는 인도에 망명하여 

망명정부를 이루고 있다. 판첸라마는 제2인 

자로 아미타불의 화신이라 불린다.

사회적으로 승려에서 천민까지 여러 계급 

으로 나뉘어진다. 59년 중국에 의해 완전히 

점령된 이후엔 농노제도가 폐지되는 등 현대 

화되고 있지만，여성 우위의 사회풍습은 지금 

도 유지되고 있다. 야크를 끄는 힘든 일을 제 

외하고 밭일，양떼를 몰거나 양젖을 짜는 일 

은 모두 여자가 한다. 요리나 빨래，바느질 

등 가사노동은 남녀가 분담하기도 하지만, 가 
정의 중요한 결정권은 여자 쪽에 있다.

지역퍼으로 높은 고원이기 때문에 물도 귀 

하고 끓이 기가 어 렵다. 이들의 주식은 볶은 
보리가루를 야크치즈，설탕, 찬물，야크 젖(수 

유)에 반죽한 참바，야크버터를 넣고 소금으 

로 맛을 낸 수유차 등이다. 또한 발굽 달린 동

물을 먹으라는 라마교 경 전 교리 에 따라 야크 

와 양고기를 즐겨 먹는다. 보리를 발효시킨 치 

앙주를 즐겨 마시고，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도넛과 비슷한 케 이크를 대접한다.

티벳인에겐 혈연에 바탕한 성(姓)은 없고 

이름만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시 련을 겪어온 

이들은 새로운 사상이나 변화를 경계하고 두 

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의 문화에 상당 

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에 외부의 영향과 변 

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을 이해할 때 반 

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이들이 중국인(한 

족)을 매우 증오하고 그들에 대해 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용서’ 란 단어는 없 

다 .

기독교 상황

라싸에 한국인이 사역하여 세운 지하교회가 
있다고 들었지만 분명치는 않고, 칭하이와 인 

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몇 명의 서양 선 

교사들이 있다. 티벳인들을 위해 사역할 사역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티벳의 영적 중심 
지인 라싸로 들어가는 관문도시로는 쓰촨성 

의 청두(成都)와 칭하이성의 꺼얼무，네팔의 
카트만두 세 곳이 있다.

라싸(拉薩) ᅭ  _  ᅭ

라싸시의 티벳인(藏族)은 7만인데，한족을 포 

함하면 시 전체인구는 15만이다. 라싸지구 전 

체의 티벳인은 적어도 34만 이상이다(89년.통 

계). 이들은 세 방언 중 하나인 라싸 티벳어를 
入!용하고 있다.

해발 3천6백83m의 라싸시는 야루장보(雅 

魯藏布)강의 지류인 라싸강(拉薩河) 북쪽에 
위치하는데, 시의 전체면적은 2만9천52knt로 

높은 산에 둘러 쌓여 있다. 아연，구리，철,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야생 야크와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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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귀，몽고 가젤，히말라야 영양，노루, 살쾡 

이,붉은사슴등이  살고 있다.

라싸 시내는 포탈라 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舊)시가지와 서쪽의 신 (新)시가지로 나뉜 

다. 동쪽엔 좁은 골목과 대부분의 불교사원이 
있고，서쪽은 한족이 주로 거주하는데 곧고 

넓게 뻗은 길과 백화점，관청들이 모여 있다.

티벳에서는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민족 

독립시위와 이를 저지하려는 진압이 있어왔 

다. 지금도 긴장상태에 있으며，강력한 군대 

와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수 

의 여행팀과 여행자만이 라싸를 여행한다.

종교

샤머니즘 및 토테미즘이 혼합된 대승불교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티벳불교는 “본” 이 

라는 원시신앙이 강하게 혼합되어 있다.

기독교 사역

영어와 티벳어로 된 성경, 찬송가가 라싸 티 
벳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기독교 방송에 

서는 매일 30분씩 “Gaweylon” 이라는 단파방 

송을 보내고 있다. 광자의 비유’ 를 담은 비 

디오 테 이프가 인도와 네팔의 티벳 그리스도 

인을 통해 이 지 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복 

음의 메시지를 담은 테 이프도 보급되고 있다. 

전통 티벳풍의 기독교 성화(聖 *)가  제작되 

어 복음을 나눌 때 시각적 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신자들을 위한 교육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현재 이들을 위한 성경통신과 

정 교재가 교정 중에 있으며，선교사들은 새 

로운 찬양집과 두 권의 성경공부 소책자를 번 
역하였다. 또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어 제작 

한 카세트 테이프도 있다. “예수전” 영화의 

더빙작업과 자막 수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로마 카톨릭 선교회가 1716년 라싸에 왔다. 예 

수회의 데시데리(Desideri)는 언어를 공부하 

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172<5년 프란체스코희의 케푸친(Capuchin) 

신부들이 이 지 역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 

다. 1742년엔 27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60여 

명의 신도들이 있었지만，불행히도 지속적으 

로복음이 전파되진 못했다.

이후 선교시들은 네팔로 추방당했고，티벳 

의 예배당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라싸 지 역에 
개신교 선교 베이스가* 세워진 적은 한번도 없 

다 . 대부분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짧은 

기간 라싸에 머물렀을 뿐이다. 개신교 선교사 

들은 주로 티 벳 자치구 주변지 역 에서 사역하 

고 있다. 지금 라싸시에는 10명의 신도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음의 요소들

티벳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거나 여행하기엔 
너무 멀고 제한된 지역이다. 이들은 모두 불 

교적인 전통에 집착해 있으며，복음을 전할 
자료도 부족하다.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티벳에서 예 

수님을 바로 영접한 새신자들은 사회적으로

..r

라싸의 선교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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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당하고，라마신도들, 심지어는 가족 구성 

원에게 배척과 박해를 당하기도 한다. 예수님 

을 믿게 되었다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믿음을 

지속하는 것은 목숨을 건 전쟁 이다.

라싸의 영적 관문지역

조캉 사원(ᄎ召寺) : 라싸 구시가지 의 중심 에 

있는 티벳불교의 중심지이다. 서기 647년에 

건립되었는데, 온 세계의 티벳인 불교신자들 

은 조캉사원을 자신의 종교 중심지로 보고 있 

다. 티 벳인을 사로잡고있는 조캉사원의 권세 

는 우리들의 중보기도로 깨어져야 한다.

포탈라 궁(希達拉宮) ： 과거 달라이 라마가 겨 

울을 나는 별장이었다. 천 개의 방，만 개의 

묘，20만 개의 조각상과 역대 달라이 라마의 7 

개 능 등이 자리잡고 있다. 죽음의 영과 거짓 

의 영이 포탈라 신전을 잡고 있다. 매년 수천 

명 의 참배 객들이 포탈라 궁을 찾고 있다.

노볼링카 궁(羅布林宮) ： 포탈라 남서쪽 3km지 

점에 있으며 달라이 라마가 여름동안 머무는 

곳이다. 4~9월은 이곳에서 모든 정무를 결정 

한다.

드레풍 사원(哲样寺) : 이곳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원이었다. 만 명의 승려를 수용 

할 수 있고，승려학교의 기숙사도 있다. 지금 

도 수많:은 수도승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비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5천 명 이상 

의 승려가 이곳에 있다고 한다.

세라 사원(色每寺) ： 5천 명 이상의 승려들이 

있는 이곳은 전투승려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 

다. 세라 사원은 폭력，과도한 경쟁，그리고 

심리적인 충돌이 강하다. 이곳엔 영적인 결박 

에서 풀려나야 할 많은 수도승들이 있다. 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사원은 드레풍사원과 끊임없이 경쟁해왔 

다. 세라의 무도승(武道僧)들은 수년 간 이곳 

에서 지내며 완벽한 무술을 익힌다.

기도제목
1. 수도승이 되기 위해 사원에 보내지는 수만 명의 어린 

이들을 위해, 이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과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2. 새 신들 을  위한 문서가 필요한데, 01러한 자료들의 
저술, 번역, 출판작업이 이루어지도록.

3. 해외에 있는 티벳인, 중국인 신도들01 티벳 복음화에 
동참하도록, 티벳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 ^  -i ^

시가체( 日 ！客則)는 티벳의 남쪽 야루창포강의 

계곡에 위치한다. 1987년 현재 3만9천2백 명 

의 인구를 가진 티 벳 제2의 도시로 역사와 문 

화가 발달한 도시이다. 네팔과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창(藏)지역엔 52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들 중 40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7만 

3천명은 유목, 4만7천여 명은 기타 업종에 종 

사하고 있다. 이들도 역시 라싸 티벳어를 쓰 

고 있다. 라싸에서 버스로 12시간이 걸리는데 

주로 네팔이나 인도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 

로 이용되고 있다.

시가체(Xigaze)란 이름은 쉬가-삼드립-체 

(shiga-samdrup-Tse)의 준말로, 14세기에 유 

명한 팍두 왕조의 통치자인 장출갈첸왕의 이 

름이다. 1618~1642년 5대 달라이 라마가 통 

.치하던 시기에 시가체는 티벳의 중심이었다.

4대 판첸라마 시대부터 10대 .판첸라마가 89 

년 서거하기 전까지 티벳의 2인자인 판첸라 

마가 주로 활동했던 곳이며，이곳은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현실에서 티벳인들을 

결속시킨 핵 심 역할을 감당했다. 지금도 실훈 

포 사원(扎甚倫布寺〉은 창지 역(後藏)에서 가 

장 중요한 곳이고, 이 사원은 게룩파 최대 규 

모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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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 흉
시가체는 낭추강(年楚河)이 야렁창포강 본 

류와 합류하는 곳에 있다. 해발고도는 3천8백 
41m로 딩리(定 日), 코마랑마봉(珠穆朗瑪峰)- 

에베레i 트산•과" 연결되어 있다. 난가리(南 
木林)의 서쪽에，네팔의 조모와 참 지역은 남 

쪽에 있으며，라싸는 동쪽에 있다. 동서 800 

km, 남북300km이고，북으로 지명(謝通門) 서 
쪽에 러푸자무(白朗)가 있고，남으로 네팔과 

부탄, 시킴이 있다. 또 중국의 서남 변방으로 
중국과 인도，네팔을 연결해주는 티 벳 무역과 

정치의 중심지이다.

종교
티벳불교: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이 혼합된 본 

종교의 영향을 받은 대승불교이다. 실훈포 사 

원은 게룩파의 본거지로 창 지역에서 가장 큰 

사원이다. 이곳은 티벳에서 두 번째로 높은 
판첸라마가 있는 곳인데, 1989년 10대 판첸라 

마가 죽은 후 후계자를 아직 못 찾은 상태이 
다. 이 사원은 첫 번째 달라이 라마가 1447년 
에 세운 곳으로 3천8백 명의 승려를 수용할 

수 있다.

시가체에서 가야할 곳

실훈포 사원(扎甚偷布寺) ： 사원 안에는 마트 

레야의 동상이 모셔져■있는데;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이다. 이 동상을 만드는데, 70냥의 금 
과 11만5천kg의 구리가 사용되었다. 매년 불 
화(탱화) 전시회를 여는데，크기 50mx50m: 

의 대형불화가 사원 뒤 언덕에 걸린다. 이 기 
간에는 부처의 그림이 전시되는데, 첫날에는 
과거의 ■부처, 둘째 날에는 현재의 부처가 전 

시되며，셋째 날에는 미래의 부처가 선보인 

다. 수많은 불신도들이 이 그림을 통해 ᅭ  
받■기 위해 몰려온다- 

사카(藤迦)지역 : 시가체에서 2〜3시간 거리 

에 있다. 13세기 원나라의 제후국이 되면서

\ .

A

( 안  •  -  요  s  J

조캉 수도원 안에서 순례의 의식(오체투지)을 행하고 있는 티벳인들

티 벳 전체를 다스린 사카•왕조가 섰던 곳이다.

이때부터 라마불교가 시작되었고，제정일치 
(祭政一致)가 확립되었다.

선교의 발자취

예수회의 카셀라(Cacella)와 캐브랄(cabral) 이 

1630년 마지막으로 시가체에 도착했다. 그들 

은 처음에 따뜻한 대접을 받았으나，카셀라 
선교사가 순교를 당함으로서 선교본부를 세 

우지 못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너무 멀어 
시가체 에서 살거나 사역할 수 없었다. 오늘날 
이곳에 알려진 신도는 없다.

기도제목
1. 많은 단기 중보기도팀들이 시가체와 에베레스트 산지，

사카와 간체(定結) 등지로 가서 예배와 금식, 기도를 통 
해 견고한 진을 파하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2. 이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허가가 나도록.
3. 인도에서 제작된 매일 30분씩 방송되는 7 ᅵ독 라디오 

방송이 티벳인들에 의해 깨끗하게 수신되도록.
4 마을 지도자나 공무원 등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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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기도문

為病ᄉ的祷告
(병든 자를 위한 기도)

I ：
iii

M 

-
 

f̂l -I

«?
vtT 
v̂-1
3myn>ys.. 

9
9̂ 
-«■ 14

k»

7̂
T
 

ns. 

■ 
»-
J 

-
4 

■ 

J.- 

f 

J

f 

>

.
 

A
c
l 

J

Ml'

主管我们生死祸福的神，我们感谢您。
zliugudn wft m6nsheng si hu6 f6 de sh6n w6 men gun xie mn

轉们的健康，寒 摩 ，工作和所有的事情都在您的掌管中，
w6 men d6 jian kang jia ting gong z u6 he suo yfiu de shi qing dOu zai nin de zhdngguanzhong

我们相心逛，通过这些事情来成就您的美意o
w 6 men xiang xln nin tdng gu6 zh6 xie shi qjng lai cheng jiu nin de mei yi

神啊， 您知道我们的肢体O O 弟兄的疾病和痛苦o
shen a nin zhl d6o wo men de zhl t\ di xiOng de ji bing he tong ku

향深知通过他的총病塑会彰M 您的* 能和荣耀，
wo shen zhl tr>ng gu6 tQ de ji bing nin hui zhangxian nin de da neng he rong y6o

让他因此更加渴慕您的* 能。
rang tci yin cT gcng jia ke mu mn de dci neng

求神用您大能的手抚摸他的患处，医治O O 弟兄的疾病,
Qiu shCny6ng ntn da n6ng de shfiu fO mO tfi de huan chti yi zhl dl xiong dc ji bing

让他能更加热心地服事主，更加忠诚传讲福音o
1군mg tfi nenggcing jia rci xin di fu shi zhu geng jict zhrjngch6nf[chudnjiang fu yin

奉主耶穌的名祷告，啊们。
feng zhu ye so do ming dao gao a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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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가정，직장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00형제의 질병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의 이 질병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며,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00형제의 환처를 어루만지사 치료해 주시옵소서. 1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며, 더욱 성실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피 j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i v 야^ 운i 짜i 싫i 진 수 i 흠1 사 * h  Z%i »1 \ « .»데V H t J t i in l t !
t  1 1' i ! Yi t f f 1 1 i i i  i i  i Va \ t i* v  r  v  i ! 1 ̂  ̂  i i i  1 4)tl4tu1>r A 나

ᅵ3 표”  그H L시 . • • r f  L ,  S ) i r  ； ' - » '.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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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r

신교 중국어 최 화

罪的根源(죄의 근원)

■

A ：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 ’ •: 

셨다면 왜 이토록 죄와 불행이 
많을까요?

A ： 如果说, 神创造了这+世界和ᄉ
ru guoshuO shenchiiing zao le zhe ge shi jie he ren

.o  那么，为什么世界上有这么
161 na me w6i sh6n me shi jie shdng you zhe me

多的罪和不幸呢 ?
duo de zui he b(x xing ne

B ：那是因为ᄉ离开神而堕落的缘
na shi yin w6i ren H kai shen er duo luo de yudn

故»
fiu

A ： i t  我们想一想, 堕落到底是什
rang w6 men xiang yi xifing duo lu6 d6o dl shi sh6n

么意思 ?

B :它意味着怀疑神的爱 ; 远离神 ;
tfi w6i zh6 huai yi sh6n de cii yû in 11 shen

违背神的话o 因此我们与神的
w6i bei sh6n de hua yin cT wo men yu shen de

生命隔绝，失去了 圣洁的神的形
shengming g6 jue shi qu le sheng jie de sh6n de xing

象 o
xianj?

A :準，J專来如1电，ᄉ类所有的罪和不
e yudn ldi r6 ci r6n 16i suo you de zui h6 bfi

幸都是由离开神而来的0
xing dOu shi y6u M kai shen er lai de

B ： 旱的，弯开神本身就是最ᄎ，最根
sh'i de H kQi shen ben shen jiu shi zui d a ， zui gen

本的罪 0
ben de zui

B：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락했기 때문이죠.

A： 타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B：

I

i n

由 i

타락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 ᅴ  
고, 하나님을 멀리하며，말씀을 거 
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
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으 
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 

버린 것이지요.

A：

B：

그러고 보니 인간의 모든 죄와 불 
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이 r

군 요 . 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 수  
인 죄악입니다.

一 니 厂 … … 一 〜 …  J  요!

f  . 厂 V r # ：■ ' r f f ? •'  ̂ /  r- '■ r - 은 *•  ̂. fjl  ̂ * f -f f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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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복음성가

天 离 地
(티엔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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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 离地有多
tian li d\ you duO 
티엔리띠요우두오

Km

东 离西有多 远
dOng li xi y6u duo yuan 

둥-리시요우두오 위엔-

Dm c

3 3 3 5 3 2 • 3 1 6 56 1 -

.敬畏향的ᄉ 所赐 下 的慈爱
jing w^im di ren su6 ci xia di d ai

징웨이 니디 런 숴츠 시아디 츠아이

更 比宇宙辽
gdng bi yu zh6u lido 

경-비위저우랴오 

F

阔1

 해

| |  r m
i  . 7 6 5 3 5 6--

主 啊我要赞美 称
zhu a w6 yaozan mei m 

주-아워야오짠메이 니

6 - 5  3 2 1 3 2 

主 啊我要敬쪽. 禅
zhu a wo ycio jlng bai m

주-아워야오징빠이 니

3 _ 3 3 _ 5 3 3 5  6 6 6 1 6-  2 - 3  1 6 5 6 1 -

我所敬爱的한晕 我所敬爱的
wosu6 jingai di m shi wosuo jing ai di
워숴 징아이디니 스 워 숴 징 아이 디

赞 美天地至高 主.
zan mei tiQn di zhi gao zhu
짠-메 이티 엔띠즈가오 주

* It

r4r#<

4

9

5 3 ^  13 2—  1 2

bo

E

xi
a
n
상 

称
nl니

是
1 

스 

称
nl니

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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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好을  해  예

중 국 어 문 선 교 회  출 만 부  간 사  

와  훈 변 원  간 사 를  찾 습 니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시 
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판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지금 즉시 출판 
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S  533-5497 . 석은혜 선교사

선교사 훈련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훈련원 
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S . 535-4255 . 이성은 선교사

단기 전교/\ᅵ를 9T씁니다

1. 사역지 : 동북아시아 A국
2. 사역기간:
2년 이상 본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3. 사역분야:

- 피아노 교사
- 제과제빵 기술자 및 관리자 
-원 예 농 장

(나무와 꽃 , 농작물 재배 협력자) 

- 유치원교사(전공자 및 경력자) 
-조 등 학 교  교사 
- 도서관 사서 
—Coffee shop staff
4. 자격: 각분야 기능직
5.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0793-7769(직통), .

794-5100(교환202)

중국 화북지역에서 
사역자를 찾습니다.

분야: 학교 유치 원 교사 
자격 : 중국에 있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자와 

유아 및 보육을 전공한 경력자 
피 아노나 미술특기가 있으면 더욱 좋음 

인원: 4명 (남여 구분 없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C.C.M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영등포구 대림동 두암종합상가 
나동 4층 〈예닮교회〉

S  831-1402, Fax： 836-0571 
담 당 : 김유신, 이병숙

<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 CD롬을 소개합니다.

중국이나 제3국, 국내에서 중국선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인을 제자훈련 할 수 있는 자료와 중국어 설교 자 
료가 CD롬으로 제작되어 나왔습니다. 중국 단기선교여 
행을 떠나는 분들이 구입하여 중국에서 장기사역 하시는 
분이나 중국 교호I, 중국 성도님들께 드리면 아주 좋은 선 
물이 될 수 있습니다.

CD롬은 비매품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보급을 위해 
CD 1 개에 10,000원씩 선교헌금을 받습니다.

연락 및 문으I처: 중국어문선교회 
Q  535-4255 강하림 간사

2. 인터넷에서 중국어문선교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천리안에 중국어문선교회 방이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 
회에 편지를 띄우거나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이 방을 방 
문하십시오. 찾아오시려면 초기화면에서 KCMᅳ14(기독 
단체방)ᅳ 14(중국어문선교회)로 들어오면 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1999/7-8 증국을주께로 117



신  간 도 서

주중지 새로운 중국, 그 선택과 결단
주젠룽 저 • 256쪽 • 8,000원 • (주)생각의 나무

중국의 소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중국 개혁의 기수 주룽지(朱銘 
基) 총리와 중국의 앞날에 관한 최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또한 중국 경제에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피상적이 아닌 철저한 분 
석과 이를 풀어나가는 주룽지 총리의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책 후 
반부에서는 장쩌민(江澤民)，리펑(李鹏)，주룽지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분석과 이들의 뒤를 이을 후계자들에 대한 전망이 되어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 위주의 정치 경제 정책만을 고수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대(對) 중국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할 때이다. 특히 중국과의 경 
제 교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엄청난 속도로 확 
대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룽지의 개혁은 과연 성공할 것인지. 

또는 기로에 선 중국의 경제 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책을 통하여 
가늠해 보길 바란다.

21세기 중국대에축 I • II
펑린(瑪林) 편저 • 정웅기 역 • 412쪽 • 12,000원 • 비앤비미디어

이 책의 ①，② 권에는 1백 명에 육박하는 중국의 학자，전문가들이 등 
장한다. 이 책은 중국의 국제정치를 비롯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각 
분야에 대한 1백년의 과거 역사를 냉철하게•분석한 뒤，개혁개방 이후 
날로 발전하는 현재의 실상과 문제점을 솔직하게 진단하고，나아가 21 

세기 중국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대담하게 예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냉전 체제 종식이후 유일하게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수퍼 파워로 성 
장하고 있는 중국이 걸어온 길과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며，앞으로 21세 
기에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국 이해 
의 종합 개설서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중국의 생활문화
장범성 저 . 274쪽 • 10,000원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이 책은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문화적 심리를 알아 
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상의 각종 예의 
와 금기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유교문화 
권이기 때문에 생활 속의 풍속이나 가치관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사투리를 우리 경우 
와 단순 비교하면 곤란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우리는 기껏해야 제주 
도 말이 가장 알아듣기 어렵지만 그래도 동일 언어의 범주에서 벗어나 
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엔 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중국은 같은 중국 
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사투리가 심해 북방과 남방 사람이 자신의 지 
방 언어로 얘기하면 의사 소통이 안된다는 것이다. 출산 풍속과 관련해 
서는 ‘계절의 여왕 5월’ 을 악월(惡月)로 취급한다고 소개된다. 초록이 
무성하고 만물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지만 무덥고 질병도 걸리 
기 쉬워 5월에 태어난 신생0!는  유기 또는 살해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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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회와  선교 (제6 호)
중국복음선교희「중국 교회와 선교연구소」，326면, 7,500원

이 책은 현재 중국 사회와 중국 기독교현황. 선교현황의 제반 연구를 통해 중국선교에 대 
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잡지이다. 이번 6호에서는 “21세기로 향하는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가정교회，소수민족，조선족, 전문인, 지식인, 장애인，도 
시빈민, 방송선교，문서선교，의료선교. 방한 중국노동자 선교 등 각 분야별로 모두 한국인 

필자가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칭통샤시淸현)빵市) 인민정부의 사교조직을 단호하게 금지，제재하는 것에 대한 

통고’ , ‘화산진(花山鎭) 용밍촌(永明村) 리우위에하오(劉月好) 가정의 불법 종교집회장소 
에 대한 최근 상황보고’ 등도 실려있다.

세게선교의 비전
총회세계선교회，김활영 편역, 294면, 10,000원

이 책은 ‘모든 족속을 위한 비전’ 을 기초로 한 것이다. 1980년 초판이 나온 이 책에는 유 
명 선교지도자들의 논문과 선교자료들이 실려 그동안 수 차례 부분적 번역이 이루어져 왔 

다.
이번 번역은 특히 예장총회 선교훈련 후보자들을 고려해 시도됐으며 선교관심자들과 

그룹성경공부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내용은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선교역사， 
타문화권 이해，선교전략과 지역교회 선교활성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스라 
엘의 선교적 소명’ , ‘한국 교회의 선교’ , ‘선교사와 선교단체’ , ‘단기선교’ 등 총 13과로 

단락을 나누어 실었다.

선교 커유니케이신론
데이비드 헤셀그리이브 저, 강승삼 역，생명의말씀사，688면，25,000원

세계 곳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해외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타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문제이다. 다양한 인종，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문화의 

장벽을 넘어，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과 선교학을 조화시켜 폭넓은 경험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선교 현 
장에서의 실제적인 예증이나 선교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선교적 당면 과제 
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헤셀그레이브 박사의 오랜 선교사 생활의 경험과 선 
교학 교수로서의 해박한 지식이 농축된 이 책은 선교 케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설득” 전도 
와 성경적 “상황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선교사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틱한을 사방하시는 하나a  -  26일 기도안내
예수전도단, 안디옥선교훈련원 • 오대원 저, 87면, 2,000원

이 기도 안내책자는 안디옥 선교훈련원의 ‘북한선교학교’ 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학 
교는 북한에 대한 연구와 중보기도, 연구여행，그리고 장차 북한에서 전개될 사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선교전략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안내 책으로,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서양의 교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한반도에 부흥과 회복을 가져올 하나님의 강력한 역 
사가 나타나도록 더욱 힘써 중보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선교다이제스트

활롤 
|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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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계서판

해 외  선 교  단 체  정 보  \

전문인 선교대회

일 시 : 1999. 8. 2(월)~5(목)

장 소 : 칼빈신학대학교

(용인 신갈 소재■0331-2844752)

참가대상: 자신의 직업이나 전공을 가지고 효과적 

으로 하나님을 섬 기 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회 비 : 6만원(7월10일 이전 등록시 5만 5천원, 

단체등록환영)

강 사 : Derek Christensen, 양치호，이동원, 임종표， 

최바울，한정국 외 선택식 특강 강사 다수 

주 최 :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  대희기간 중 별도의 어린이 CAMP 운영 예정 

문의 및 등록 : 서울 024002072 연진숙， 

-^>051-622-1626 임철근，

대구 053429^6155 김형일，

광주 062-261-1636 강경숙

제6차의료선교대회
일 시 ： 1999. 8 .19(목)~21(토)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주 제 : 의료를 통해 복음을 땅 끝까지-지혜롭게， 
순결하게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라 

주 최 : (사)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등록비 : 일반 /  39,000, 학생 / 25,000원

(사전등록 일반 /  35,000，학생 /  25,000원) 

문 의 : 02-362"0990，363-2080 (문에스더 간사)

갈릴리세게선교회 북방  단기선교

기 간 : 99. 8. 9-9. 29까지 각 지 역별로 

나 라 : 북방，몽골，멕시코, 중앙아시아 
참가안내 : 1차 마감- 99. 6. 17，2차 마감- 7월초 

※모든 참가자는 단기선교학교에 필히 참석하여 
훈련받아야 한다.

단기선교학교 안내

일 시 : 99.6.17-7. 29

(매주 목요일 저녁7:00~9:30)

장 소 : 갈릴리세계선교회 

문의 및 접수 : 정유나, 유갈렙
(전화 420>1450，팩스 415-5466)

틱한선교세미나
주 제 : 북한의 고난받는 교회를 강하게 하라(계3:2) 

일 시 : 99. 6. 27(주일). 15:00~28(월) 19:00 

강의 및 강사 :

27일 공개강의/ “북한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책 임” 

(허문영 박사ᅩ통일부 연구원)

28일 비공개강의/ “북한 교회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 

(김성태 교수•총신신대원 선교학) 

(희비 5,000원/등록 6월 25일까지) 

장 소 : 상남교회(김명재 목사，TS 8234)702)

문 의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486근171, 김애 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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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SUMMER FIELD OPERATIONS
일정 및 지역 :

7 .19~8. 9 ᅳ 소아시아/이란지 역/ 중앙아시아지 역/ 

카프카즈지역 

7.14-8. 4- 위구르/인도차이나지역 

7.16-8. 6 - 티 벳/몽골-시베 리아지 역 

신청접수 및 마감 : 1차쇼 21(금)

2차건. 12(토)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신앙간중문,

이력서 (일반，신앙)，여권 • 사진7매 
추천서(교회 당회장 및 선교단체장) 

문의처 및 제출처 : 인터콥(전문인국제협력단)

전화 02-79^3541，팩스 02-7찌 41

F.I.M 국제선교회 여言닫기선교여0<5
일 시 ： 99. 8 .9~28

방문국가: A팀-이슬람권 5개 국팀

(이집트，이스라엘, 이스탄불，불가리아，영국) 

비 용 : 177만원

B팀•유럽 및 북부 아프리카팀 

(영국 , 프랑스，스페인，모 로 코 )

비 용 : 185만원

모집마감: 99. 7.10(1 차 마감)

문의전화: 02ᅳ8354256，팩 스 : 02ᅳ841뵌783

'99 오픈도어 성경전달  사역 

인도차이나

기 간 ： 1999.12.13(월)一12.18(토)

경 비 : 65만원 

신청마감: 1999.11.15 

사역내용: 성경전달 및 가정교회 방문/ 

선교사와의 만남/관광 

문의처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중동선교현장 단기훈변

대 상 : 중동지 역 또는 이슬람권 선교헌신자 

및 관심자

인 원 : 터키팀 15명，애굽/요르단팀 20명

접수 마감: 99. 6. 30

훈련기간: 7 .16(토)〜8 .16(월)

•서울본부교육 7. 16-7. 견(1주)

•중동현지훈련 7. 26-8.16(2주〜3주)

접수 및 문의 : 중동선교회 3452-3057(김성국 간사) 

E-mail-met24@chollian. net

■99 M.J.D.일본단기비전트립

기 간 : 1999. 7.12-7.17. (5박6일)

장 소 : 동경근교

주강사 : 예수제자선교회 사역자 및 일본선교사 

비 용 : 65만원

신청 및 문의: 전화 02)786웨 6 팩스 02)782-2413 

<GP 선교회 >장립

FWM(해외협력선교회)과 KGM(한국지구촌선교회) 통합 

1999.5.25일 오후 6시 30분, 서초동에 소재한 사랑의 교 
회에서 PWM과 KGM 두 선교회가 통합하여 GP(Gbbal 

Partners) 선교회가 창립되었다.

선교회 간의 통합은 외국의 경우, 사례가 적잖이 있었지 

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처음 있는 일01다. 0ᅵ런 점에서 두 
선교회의 통합은 역사적인 으ᅵ의를 가진다.

통합된 GP선교회는 리더십 개발과 현장 사역과 선교사 

관리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교회의 선교 
적 필요를 채우고 이를 통하여 선교동원의 극대화를 꾀하 

여 나갈 것이다. GP선교회의 선교사 수는 120명, 선교지 
역은 18개국가에 이른다.

이번 통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너지(synergy)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본부가 강화되고, 한국과 미 

주의 본부도 강화될 것이며, 조직적으로는 한국자생선교 
회로서 명실 공히 국제선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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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시 (江西)성
종 교 사 무 관 3  I Z 3 a 1 l

제 1장 총칙

제1 조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보장 

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장하 

기 위해 법에 의한 종교A무관리를 

강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국가관련법규에 근거하며 본 성(省) 

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종교사 

무란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와 국가, 사회, 공민간에 존 

재하는 공적 人 隨  가리킨다.

제3조 공민은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고,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있 

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공민의 신 

앙 자유를 강제로 통제 할 수 없다. 

종교를 믿는 공민과 믿지 않는 공민 

을 경시할 수 없다.

제4조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법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 

는다.

제5조 종교활동은 반드시 헌법, 법 

률, 법규와 국가관련정책이 허가하 

는 내에서 진행한다. 어떤 조직과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의 안 

전을 위해할 수 없다.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공민 

의 심신건강을 해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종교활동은 반드시 국가의 

주권을 옹호하며 종교단체는 자주 

독립, 자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 

다.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은 외국세 

력의 지배를 받지 않O N  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행정공 

서, 아래와 같음)의 종교A 무부서는 

소재하는 행정구역의 종교사무 행 

정주관부서에서 종교의 법률, 법규, 

규정과 정책을 책임지며 상급 인민

정부 사무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 

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부서 
는 口®히 종교A문부서에 협조하 

여 본 조례를 실시한다.

제2 장 종교단체

제8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종교단 

체란 법에 의해 설립된 현(縣)급 시 

(市), 구{區)) 이상의 불교협회, 도교 

협호L 이슬람교협호ᅵ, 천주교애국협 

회,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기 

독교협회 등의 종교단체를 가리킨 

다.

제9조 종교단체는 반드시 현지 인 

민정부 人h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와 동의를 거친 후 현지 대민 부서 

에 등록을 신청한다. 대민 부서의 

심入삐준을거쳐 등록한후에는활 

동을 진행할 수 있다. 종교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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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취소등은 마땅히 등록기관에 
가서 처리한다.

제10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각 

종교는 같은 혹은 비슷한 종류의 종 

교단체를 중복 설립할 수 없다. 동 

일한 종교 내에서 각 종파는 단독으 

로 종교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

제11조 종교단체는 마땅히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정부의 

행정관리를 받0K)ᅣ 하며 본 규정에 
의거해 활동을 전개한다.

제12조 종교단체(종교활동장소 포 

함)는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자주적 

인 경제주체의 설립을 신청하며 사 

회공익사업을 신청한다.

제3장^교교역자

제13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종교교 
역자란 불교의 비구승, 비구, 살아 

있는 부처, 라마, 도교의 도사, 여도 

사, 이슬람교 승려, 천주교의 주^  

신부, 수사, 수녀, 기독교의 목사, 전 

도사, 장로를 가리킨다.

제14조 종교교역자 신분은 성(省) 

혹 성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종교규 
정질서에 따라 인정하며 성 인민정 

부 종교사무 부서에 등록해 관련서 

류를 남겨야 한다.

제15조 종교교역자는 본 종교규정 
의 직책에 의거해 정해진 지역 내에 

서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 그 0테 

에서 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 
는다. 종교교역자의 신분을 인정받 

지 못하거나 박®당한 사람은 종교 

교역자의 신분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 종교교역자가 성 밖에서 종

교활동을 주최할 경우 반드시 성 인 
민 종교사무 부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현(시, 구)에서 활동할 때는 반 

드시 현(시,구)의 인민정부 종교사 
무 부서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종교활동장소

제17조 본 조례가 지칭하는 종교활 

동장소는 종교활동을 전개하는 천 

주교와 기독교의 교회 및 기타 종교 

활동을 진행하는 종교활동처소 등 

이다.

제18조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하려 

면 반드시 국무원(종교활동장소 관 

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종교활동장소 등기방법에 따라 

등기수속을 이행한다. 법인자격을 

구비하여 합법적으로 종교활동장 

소의 법인 등록증을 받는다.

제19조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국 

무원 종교사무국의 종교활동장소 

검사방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 

부 종교사무 부문의 연도심사를 받 

아들여야 한다.

제20조 종교활동장소는 마땅히 관 

리조직을 건립하여 민주관리를 실 

행하고 건전한 관리제도를 건립한 

다.

제21조 종교활동장소는 그 장소의 

관리조직이 入•人무 관리하며 그 합 

법적인 권익과 그 장소 내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이에 침범하거 

나간여할 수 없다.

제22조 종교활동장소는 개인과 단 
체에서 자원하는 헌금과 기타 기부

금을 받을 수 있다. 종교활동장소는 
국외 종교조직과 개인의 기부금을 

받되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 

야한다.

제23조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은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종교용품, 종 

교예술품, 합법적인 출판을 거친 종 

교서적, 음반제품과 전자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다.

제24조 종교활동장소와 소재지에 

서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  

무 부서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는 어떤 단체나 개인도 종교활동장 

소 범위 내에서 상업, 서비스 혹은 

진열, 전람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5조 종교활동장소에서는 영화, 

연속극과IV 프로그램을 촬영하려 

면 마땅히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한 성의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에 보고하 

여 비준하며 문화재보호단체에 속 

한 것은 성의 문화재 행정관리 부서 
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26조 비종교단체는 교회를 건립 

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없 

다. 비종교활동장소와 비종교활동 

단체는 헌금이나 기타 종교적인 기 

부금을 받을 수 없다.

제5장 종교활동

제27조 종교활동이란 신앙을 가진 

공민이 각 종교의 교리, 규정, 관습 

에 따라 진행하는 기도, 예배, 강해, 

설교, 세례, 종교절기를 이른다.

제28조 종교활동은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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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장소에서 해야 한다. 종교를 

가진 공민은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해당종교의 교리와 규정, 종교관습 

에 따라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종교전통과 관습에 따라 자기 집에 

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제29조 종교활동은 종교교역자 혹 

은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주관 

하며 다른 사람은 종교활동을 주관 
하거나 종교직무를 이행할 수 없다. 

제30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 

교활동장소 내에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간섭할 수 없으며, 다른 신 

앙 혹은 다른 종교간의 선전과 쟁론 

을진행할 수 없다.

제31 조 종교활동장소는 합법적인 

결혼등기수속을 하려는 공민을 위 

해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6 장^교재산

제32조 종교재산은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 관리기관이 법에 의해 취 

득한 부동산, 건축물, 각종 시설, 용 

품, 공예품, 문화재, 재정수입, 각종 

기부금 및 경제주체와 기타 합법적 

으로 소유한 자금과 수입을 지칭한 

다.

제33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재산은 그 단체와 장소의 관리조직 
에 의해 관리, 사용된다. 기타 모든 

단체나 개인은 점유, 무상전용할 수 
없으며 할당할 수도 없다.

제34조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종교 

단체 혹은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 

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토지 부동산관리 

부서에 등기를 신청하여 토지사용

권과 부동산소유권을 받는다. 변경 

이 발생했을 시에는 □ᅡ땅히 즉시 변 

경수속을 하며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의 인민정부 종교활동사무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35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36조 도시건설로 인해 종교활동 

징소를 철거, 이동해야 할 때는 반 

드시 관련된 종교단체와 동급의 인 

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의 동의를 받 

아야 하며 원래 소유한 건물 면적에 

따라 재건축 비용과 필요한 보상을 

하 ^록  한다.

제37조 도시건설로 인해 종교활동 

장소를 철거, 유용해야 한다면 마팡 

히 관련된 종교단체와 동급의 인민 
정부 종교시무 부서의 동의를 얻고 

또 관련 종교단체 혹은 종교활동장 
소 관리조직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보상을^ᅡ도록 한다.

제38조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는 入ᅡ용권을 가진 토지에 대하여 법 

률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 

고 개조히는 우선권을 가진다.

제39조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 

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떤 단체나 

개인도 판매 권한을 가진 종교단체 

와 종교활동장소의 부동산을 함부 

로 철거, 개조할 수 없다.

제7 장 종교학교

제40조 종교학교는 반드시 성의 종 

교단체가 설립하며 또한 규정에 따 

라 정부관련 부서에 등기수속을 신 

청해야 한다.

제41조 종교학교의 신입생 모집은 

반드시 신입생 모집조건을 고수해 

야 하며 수험생 본인의 자원함에 근 
거하며, 현지 종교단체의 추천과 시 

험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2조 종교학교의 짝리조직은 성 

의 종교단체가 조성하거나 학교가 

위치한 종교활동장소의 조직이 책 

임진다. 종교학교는 마땅히 내부관 

리를 강화하며 정부관련 부서의 지 

도, 검사, 감독을 받는다.

제43조 종교학교의 경비는 주로 설 

립하는 종교단체 스스로 부담한다.

제8 장대외적인 교류 
교섭외사무)

제44조 본 성의 종교단체 및 종교 

계 인사가 국외에서 우호활동 중에 

는 자주독립, 상호존중, 상호불간 

섭, 우호평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 

다.

제45조 본 성 종교조직 및 종교계 

인사가 외국방문을 요청하거나 국 

외의 종교조직과 종교계 인사의 방 

문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제46조 교회는 외국인의 종교활동 

참가를 받0 g 일 수 있으며 외국인 

의 요구에 응하여 세례, 혼례, 장례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성 
종교단체의 요청으로 현지 인민정 

부 종교사무 부서에 보고하여 서류 

를 준비한 후 외국인은 종교활동장 
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인은 입국시 본인의 종 

교출판물과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 

할 수 있다. 본인이 휴대한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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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시 중국세관의 관련규정에 따 

라 처리한다. 중국사회 공익에 유해 \ 

한 내용의 종교출판물을 휴대하고 : 

입국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48조 외국조직과 개인은 본 성의 
행정구역 내에서 종교활동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중국 법률, 법규와 본 :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설립하거나 처리기구를 건립할 수 : 

없으며 종교활동장소와 종교학교 ; 

를 개설할 수 없다. 중국 공민에게 : 

전도활동을 할 수 없으며 종교교역 ; 

자를 위임할 수 없다. 종교출핀물을 ； 

배포할수없으며기타 종교활동을 ： 

진행할 수 없다.

제49조 본 성의 관련 부서는 대외 : 

에서 진행하는 경제, 문화, 교육, 위 : 

생,체육 및 기타 교류 활동 중 종교 : 

와 서로 분리하는원칙을고수하며 : 

종교적인 부대조건을 받아들여서 ; 

는 ■̂된다.

제 9 장벌칙

제50조 본 조례 규정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위반하면 현급 이상의 : 

인민정부 종교A 부  부서에서 활동 : 

정지혹은 기한 내해산을 책임지고 : 

명령한다. 내용이 엄중한 것은 동급 

의 인민정부에 단속할 것을 제청한 : 

다.

(1) 허가 받지 않고 설립한 종교활동 : 

장소

(2) 허가 받지 않고 설립한 종교단체 ;

(3) 허가 받지 않고 설립한 종교학교 \

제51조 이미 법에 의거 등기한 종 

교 설립장소는연감을 받지 Of니하 ；

며 불합격 혹은 기타 위반 행위가 

있으면 기한 내에 모두 고친다. 종 

교사무 부서는 그 장소관리조직 책 

임자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또한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그 장소에 

경고, 활동정지 명령, 등기 폐지 등 

의 처벌을 줄 수 있다. 내용이 특히 

엄중하면 동급의 인민정부에 단속 

을 제청한다.

제52조 종교교역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현(시, 구)에서 종교활동을 진 

행하면현지현급이상인민정부종 
교사무 부서가 활동정지의 명령을 

내리며 1백 위안{元) 이상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제53조 등록인정을 거치지 않은, 

이미 해고되거나 신분을 박탈당한 

종교교역자는 현지 현급 이상의 인 

민정부 부서에서 활동정지 명령을 

내리며 범죄험의자에 대하여는 공 

안기관에서 법에 의거 검사 처벌한 

다.

제54조 본 조례 제27조 규정을 위 

반, 즉 비종교단체가 교회를 세우고 
종교시설을 설치하고 종교적 활동 

을 거행하면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서 활동정지를 명 

령한다. 비종교활동 징소와 비종교 

활동 단체가 헌금이나 기타 기부금 

을 받으면 현급 01상 인민정부 종교 

사무 부서에서 활동정지 명령을 내 

리며 또한 5천 위안(元)에서 3만 위 

안(元)의 벌금을내린다.

제 55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 즉 종 

교활동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 

범한 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 

교사무 부서에서 동급의 인민정부 

에 권리침해 활동정지를 명령하며

경제손실을 조성하면 반드시 법에 

의거해 손실을 배상한다.

제 56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 즉 중 

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 
를 위반한 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 

국 국가안전법을 위반한 자는 국가 

안전기관 혹은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거해 처리한다. 형법을 어긴 자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의거해 형入[책 

임을 추궁한다.

제57조 당사자가 형사책임에 대해 

불복을 결정하면 법에 의거해 복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7 ᅵ할 

수 있다. 당사인이 법정기한 내에 

복의 신청도 않고 소송 제71도 않은 

채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 

벌결정을 내린 기관에서 인민법원 

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10장 부칙

제58조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공 

민, 홍콩특별행정구(區)와 마카오, 

대만지구의주민이본성의행정지 

역 내에서 종교활동을 품fc  경우 본 

조례에 의거해 처리한다.

제59조 본 조례가 구체적으로 응용 

중인 문제는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에서 해명한다.

제60조 본 조례는 선포일인 1998 

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어 문선 교회 연구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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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증주협회(CCL) 소책자 소개 |
毎日與主同行: 매일 주님과 함께

-  일년 365일을 성경통독과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000원 

iT德生: 허드슨테일러의 생애 3,000원

你離要信 : 당신은 왜 믿어야 하는가? -  기독교의 과학성을 입증한 책. 3,000원

S i里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스토트(j r  w. stott-) 저/시에즈웨 o 隨志保) 역/ ca4복음증주협회 y간체지細 I字)판 

존 스토트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총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 

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성경의 증거 

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 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0 }들 

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하여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문서 

선교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문서선교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 

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ᅳ - ,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여 행 ，단 기 선 교 ,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 려 면 ，

중국어 문선교회 문서 선교부로 오십 시 오 .

중국인을 위한 전도 소책자와 양육 훈련교재가 있 습 니 다 .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 다 .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 영 합 니 다 .

담당/중국어문선교회 강하림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 53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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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의 글
이 시대에 한국이 중국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르익 

어 많은 헌신자들이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적 
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사역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에 중국복음선교회에서는 중국선교 사역전문가에 의한 실제적인 
중국선교사훈련을 통해 중국 선교사로서의 영성과 인격의 형성, 

중국어 구사와 설교，중국 실제사역의 이해，중국현장 적응능력 등 
을 적절하게 갖춘 전문선교시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중국선교사훈 
련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중국영혼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평 
생 헌신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을 중국 선교사 훈련의 장에 초대합 
니다.

•  대상
1. 중국선교 소명이 확실한 자로서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
2.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3. 전문대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2년 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정업무 4년 이상 근무한 자

•  훈련 및 교육내용
영성 및 인격훈련/ 선교사로서의 인격형성 및 영성，경건의 훈련 
공동체 훈련/공동체 삶속에서의 개인성장 훈련 
은사 및 사역의 개발/ 개인의 은사 및 사역의 개발 

사역실습/ 현장 적응능력 향상과 실제사역의 실시 
중국어/ 기초부터 자유로운 언어 구사수준까지 설교능력배양 
중국선교 사역학/ 전문적인 중국선교 지식과 사역이해 도모 
중국학/ 개괄적인 중국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의 소유 
일반선교 사역학/ 폭넓은 세계선교와 선교문제에 대한 식견함양

•  일정
1. 훈련 및 교육기간 : 2000.3.2-2002.2.28

(2년 4학기-국내교육，해외실습)

2. 일 시 : 매주 화〜금 오전 9시〜오후 4시30분(평일주간)

3. 교육장소 : 본원 강의실
4. 전형방법 : 서류/필기/면접시험
5. 제출서류 : 본원지원서/신앙고백서/최종학교졸업 • 성적증명서

/사진 2매(3*4) /추천평가서 2통(담임목사，교우)

6. 원서교부 및 접수 : 연중교부/1999.11.30 마감
7. 시 S  일자 : 논술 (1999.12.6)，면접 (1999.12.7-8)

8. 합격자발표: 1999.12.21

9. 개강일자: 2000.3.2

10. 문의: Tel 318-3956 (중국 선교사 훈련원)

2000년도 

중국복음선교

t d 설

중국선교人 
훈련원 
학생모집

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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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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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교전^지

요즘 세간에 “장관 부인의 옷”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이 사건으로 여당은 
민심올 잃어가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옷 사건은 우리 서민들로 하 
여금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이라니? 우리의 평생에 
몇 천만 원 짜리 옷을 입어 볼 기회는 좀처럼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 
리 크리스천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 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의로 덧입혀진 ‘흰옷’ 이다. 이 옷은 그저 주어지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과 피 홀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오직 세마포로 지은 흰옷을 입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호의 특집은 ‘중국 단기선교여행, 알고 떠나자’ 라는 주제로 다루었 
다. 조금씩 한국경제가 호전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인지 올 여름 중국으로 
단기선교여행을 떠나려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다. 무작정 준비 없이 가는 
단기선교여행이 아니라 중국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여 실수를 줄이고 열매 
를 거두자는 취지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다. 경험자들과 현지 선교사의 조 
언은 중국 단기선교여행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선교의 시작은「중국을 주께로j 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편집부는 중국선교에 좀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싣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쪼록 독자들이『중국을 주께로j 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여 독자 
층이 계속해서 확산되길 기도해 본다.

편집후기

국외 정기구독료(1 년) 
항공우편

1 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30,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42,,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싱가폴,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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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0ᄋ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중국音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 

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mailto:sinim@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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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울 주께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 3Hᄋ2-592■이3Z 02-533-5497)+r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V ? / 지로호  76ᄋ2362(정기구독으로 표八1) 
국민은행/  ᄋᄋ6~0>ᄋ454-178(여1금주: 박성주)

제 糊

독자카드 1 9 9 9 년 7 • 8 월호

귀하의 의 견 은 「중 국 을  주 께 로 」 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 는 )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 「중 국 을  주 께 로 」 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r 중 국 을  주 118로 」 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I.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

口 신규구독 □ 재구독
구독기7 !(신규 및 재구독1 : ᅵ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1년 30,000원 (6권 ) □ 2년 60,000원 (12권 1 口 3년 90,000원 (18권1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이 름 | (남, 여) 전화번호

주 소 (우 - ) ( 통 반) 출석 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 통 반)

전 화 신 청  및 B 2 T 0 2 j p 3 3 ^

..........하... .......... .

497, 592- 0132



“중국！: 주께로’
중보기도회

-■"너는 내게 부르g 으라 내가 네게 용&아겠고 네가 알지 못야는 크고 비일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램 33:3)

중국 성HI의 문이 왜 열리 지 앞는 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않아나 중국을 위해  기 도하.고 

' 잇는지 자문해 봅시다 . 우리의 기 도로/H 모든 당던  문들을 할  수 앗습니다 , 그러나 또한 

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선교의 모든 문들.은 당인  채로 있게 철 니 다 .

•»/피? wr - ^ v v - ., • 

- "

우리어mi 허락하인 영원은 크고 그 책임 또한 막중향니다ᅵ 

두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광^  책임을 다하^ 습니7가?

■ 바로 우리 자인들0』니다 .

이 제

:『중국查 주께로』중보기도회가 9히컨 4월부려 기I속되어지고 앗습니다 , 

하늘oil서 이 di 성추몌 아버지의 뜻이 이 맹oil 나타나기 위하여 , 

믿음으로 기도할 중보지■가 활요업니다 ,

'주님의  초청에 덩신은 에정게 반용하시겠습니까ᄂ

중국을 위해 형끠I 나누며 기 도하는 동역의 장이 4 i* l에'게도 열려 습니다 . 

중보기 도로 중국을 기 실 분들을 초정현니 다 .

시 간 : 매 주  월 요 일  ( 저 넉  6 : 3 0 )

장 소 :  중 국 어 문 선 교 회  훈 련 원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 서호구 방tf 

Tel. 02) 592-0132, 594-8038

755-11 (3층) 우 137-069

海 ^ £&■：많크^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희어진 밭 , ‘와서 우리를 도우라’ 는 중국 j  

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끼 
그 렇 다 면 「중국을 주께로」를 구독하십시드 
중국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어떻게 즈 

울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중 
구체적으로 알 때 그들을 올바로 도울 수 c 

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

교入}들에게 눈과 귀가 될 것이며，중국 선」 
에 동참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선교 1 
장의 숨결을 전할 것이며，그리고 중국 선: 
사를 돕는 후원자들에게 기도의 보 고 가 ;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비전이 있는 교우1 
당신의 후원자를 위해 대 신 「중국을 주 ? 
로」를 구독 신청 하십시오. 그들에게 좋;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 년 (6권) 구독료 30,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TEL：02) 592-0132, 533-5497,594-8038, 

535-4255, FAX:599-2786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r중국을주께로』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국민은행 008~01 -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 

(회지 구독요금이라 적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