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성교 적융훈런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린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 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 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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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교앙 및 선교^체가 우le4하는 장. 민"기 선교사

중국어 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02) 535-4255,594-8038 

FAX: 02) 599-2786

* 현재 15기 훈련 중(1999. 9~2000. 2)이며. 16기 훈련은 2000년 3월에 개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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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춘사건’ 이 주는 교훈
이̂ ^

올 한 해도 중국선교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0 1 많0 1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은 얼마전 참춘{長 
春)에서 있었던 한국 사역자의 구금, 추방사건이었을 것이다. 사건 발생 26일만에 추방 형태로 풀려나기까 
지, 일반 매스컴의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는 등 사회적, 외교적 파장0 1 적지 않았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 
에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했으면 한다.

첫째, '관계彌係y 를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은 자기는 중국의 모 기관 유력자와 
관계가 남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는말을종종 한다. 그러나 이 관계는 믿을 것이 못된다. 우선 내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표리부동한 사람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그 자리에서 떠날지도 모르고, 설령 자기 
권한 내에서 보호해 주려고해도 상부기관이 나설 경우속수무책일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 당국자 

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C fc 말은 우리가 중국 정부를 해롭게 할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사랑하여 도우러 온 친구라는 사실을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인식시킨다는 의미일 뿐이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시 146:3)라고 
말씀하고 있다.

둘째, 조용하게 사역해야 한 점 이 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사역은 크게 제자 삼고 일꾼 키우는 
직접 사역과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성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주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개 
인적 사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것도 질보다 양을 추구할 때 얼마든지 요란해 
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반면에 후자의 프로젝트성 사역은 그 성격상 요란해지;7 1 쉬운 경향0 1 훨씬 
강하다. 그래서 중국 같은 지역에서는 프로젝트성 사역은 될 수 있는 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사역지 형 
편과 전략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도 중후장대형(重厚長ᄎ型) 사역보다 경박단소형(輕薄短 
小사역을  택함으로 거창하고 요란한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사역의 이동성을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 선교의 특징 중하나는 바로 한선교사가 한 

지역에서 한평생 한 가지 사역을하는 이른바사역의 고착성이 현저히 약해지고 있다는사실이다. 특히 선 
교환경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중국과 같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적으로, 사역적으로 변화 
를 줄 수 있는 이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0 1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집이나 사역장소를 구입하 
지 말고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고, 주거지와 사역지를 달리하는 비거주 사역이 보다 유리하며, 사역계승과 
지도력 이양을 위해 현지 지도자를될 수 있는대로 빨리 키우는 것이 좋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나그네들0 1다. 나그네는 특별히 누군가를 의지하지도, 거창하거나 요란하지도, 그리 
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 하지도 않는 법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외 
방에 거하며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동화/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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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의 문제들을 선교회와  협의하기 바란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야기된 중대한 문제를 자기를 지원한 수리아의 안디 
옥교회에 가서 제기하지 않고，예루살렘 희의(선교회)에 가서 논의하여 문제 
해결을 보았다(사도행전 15장). 선교회는 전문적 인 선교기관이요，선교정책을 
수립하여 선교사를 보호하는 특수영 역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제반문제를 같이 

협의해야 한다.
모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선교지의 문제를 직접 해 

결하고 군림하려는 태도는 현명치 못한 것이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 
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삿 라:25)와 같은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교 사역지 결정, 문제 해결책，선교계획 등이 

선교희와의 원만한 협의 속에서 진행되기 바란다.

협력선교(Team W ork)에 능해야  한다

“누가를 나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오라. …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내게 오라.” (딤후 4 :9 -12) 유능한 선교사 바울은 다른 
많은 선교사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졌다. 보내고, 오게 하고, 머물게 하는 둥 
복음에 유익한 편대를 이루었다.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 
라：’(전 4:12)

서구 선교단체들은 팀사역으로 세계적인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다. 반면 한국 
선교사들의 최대 취약점은 협력사역의 미덕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단점을 알고 인정하자. 한국 선교사들의 수가 중가함에 비 례해서 분쟁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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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례를 우리는 인정하며 과감히 수정해가이: 한다. 팀선교의 이륨다움을 세 
계에 보여 주도록 하자. 독불장군이라는 불명예가 붙지 않기를 바란다.

辛원자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아며 그 위치를 인정하라

선교사들의 입에서 불평이 없기 바란다. 불평이 들릴 때 지원 교회와선교회는 

슬퍼진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 그리고 후 
원자 없이 나 혼자 선교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에 속한 것임을 알았으면 한 
다. 사도바울은 1，2，3차 선교 여행 시 모두 수리아 안디옥교희의 후원 속에서 
출발하였고，돌아와서는 선교보고를 하였다. 서바나 선교를 계획했을 때도 “언 
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롬 15:25) 하여 
지역적으로 가까운 로마교회가 책임져 주기를 바랬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바울도 후방 사역자들의 지원 중대성을 인식하여 파송해 달라고 청원한 것이 
다. “물은 그 근원의 수위보다 높지 못하며 해외선교는 국내에서 지원하는 교 
회보다 강할 수 없다:’는 허버트 케인의 말도 의미있는 말이다.

참독자를 판영하라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군왕일 수 있다. 피선교지인들이 간섭할 수 없고，모국 교 
회도, 선교회도 간섭할 수 없다. 이것은 선교사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선교비를 어떻게 시용하든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요셉처럼 

사단의 공격을 받을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감독자를 두어야 한 
다. “하나님이 나를 검열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최후 심판대에 인생검열，장부검열을 받을 것이다.

한편 선교회 에 재정보고를 비롯하여 생활 전부를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여 자 

기 탈선을 막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감독자가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아시아 
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나’ (엠 6:20). 바울은 비밀이 없었다. 선교회가 감독자 노릇을 해 
서는 안 되지만，선교시는 선교회를 감독자로 환영해야 한다.

약한  자와  같이 린 2 은
서구의 퇴각이 ‘선교의 퇴각’ 까지 몰고 온 과거 선교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선교사의 발디딤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선교사는 어느 위치에 서야 할까? 
바울의 태도가 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약한 자 같이… 여러 사람에게 내 
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나’ (고전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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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111 호, 2너■소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가정교회는 
부적 . 내부적 요인에 의해 변화의 길을 

모색해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가정교회 
안에 신앙적 연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 

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계속적인 등록 
강요와 사교 (邪敎)로의 규정은, 작년 11 

월 화중지역의 주요 가정교회 계파 지도 

자둘로 하여금 단결하여 신앙고백을 공 
개적으로 선언하게 했다 . 이에 이어 올 8 

월 16일 , 몇몇 가정교회들이 연합하여 
다음의 두 글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 

표하역다. 첫 번째 글은 정부에 의해 핍 
박받아 온 가정교회의 상황과 함께 자신 

들의 입장과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정부를 향해 가정교회의 합법적인 지위 

를 승인할 것과, 더 이상의 박해를 중지 
하고 수감된 전도인들#  석방할 것을 호 
소하고 있다 . 두 번째 글에서는 삼자에 

대한 가정교회의 입장과 함끼I, 삼자 내의 

복음적인 동역자들을 향해 건전한 가정 
교회에 합류할 것을 환영한다는 담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지 
하에서 지상으로 점차 드러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중국 가정교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을 것 이 다 .〈편집자 주〉

1999/11 • 12 중국주께로 7

정
교
회̂.



핍 박받는 중국 가정 교회 

상황과이에 대한호소문

1950년대 중국에 삼자(三自)조직이 성립된 이래로，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삼자에 가 
입하지 않은 교회들을 일괄적으로 단속하고 다수의 전도인(가정교회 지도자^역자 
주)들에게 5년 내지 10여 년의 구형을 판결하였다.

1983년 이래 공안부서는 후한파(呼喊派: 교주 리창셔우(李常受)를 구세주로 믿는 
중국의 대표적인 이단 -역자 주) 집회 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동시에 가정교 

회의 여러 계파들을 연루시켜 탄압 대상으로 삼았다. 신도들의 모임은 금지되었고 
몇몇 전도인은 체포되어 투옥 당했는데，이 중에는 15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 
은 이도 있었다.

90년대에 들어와 정법(政法) 부서에서는 매번 ‘종합치리’ 라는 명목으로가정교회 
를 옌따(嚴打: 사회범죄를 엄격히 퇴치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중국 정부의 집중 
단年역자 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여러 신도들이 구류，벌금형에 처해졌고 전도 

인들은 노동개조형 에 처해졌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法輪功) 관련조직을 검거 중이다. 정부가 사교(邪敎) 
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을 가할 때마다 이는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카곤 하였다. 
각 지방의 수많은 가정교회들도 이 때 핍박을 받았고，이것은 각 가정교회 신도들 대 
다수가 구류되고 벌금형 에 처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중국 가정교회의 몇몇 주요 교회의 책임자들은 함께 모여，전능하신 하나님 
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였다. 지금 우리는 공개적으로 각계를 향 

하여 핍박받는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밝히고자 한다.

1. 신앙 방면에서
가정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변함없이 진리를 고수한다. 삼위일체 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확고부동하다. 전국 각지에서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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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또한 정부의 간부와 군중들 가운데서 주님을 중거하고 있다.

2. 모임 방면에서

모임이 봉쇄되고 구류되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큰 능력만을 
의지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3. 사명 방면에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 
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날마다 그 수를 더 

하고 있다.

4. 사랑의 口梧

모든 형제 자매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정부 관원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 
며 저주하지 않는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 

며 축복한다.

5. 사회 방면에서

가정교회는 언제나 헌법을 지키고 위정자들의 권세에 순복한다. 열심히 선을 행하 

고，사회 도덕을 엄수한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솔선수범하여 납세의 의무를 수 

행한다.

6. 정치 방면에서

비록 가택수색，감금과 벌금 등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전도인들은 늘 신도들에게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가르친다.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며，입으로 저주 
하고 증오하는 말을 내뱉지 말고 나라를 배반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지 말 
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간절히 호소한다. 정부가 가정교회의 합법적인 지위를 승인하고，기독교에 

다양한 계파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며，가정교희 신도들에 대한 박해를 중 
지하고 수감된 전도인들을 석 방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현행 종교정 책을 개정할 것을 호소한다. 더 이상 가정교회 의 정 
상적인 신앙생활에 관여하지 말라. 가정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 

게 해 달라.

中華蒙福敎會 

中華眞理敎會 

中華福音團契 
華A 歸主敎會

1999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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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회 내 (內) 

동역자들에게 고함

삼자회 내의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고합니다. 우리는 과거，모두가 알고 있 
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함께 교제할 기회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 

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태도를 밝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삼자회 에 가입 된 각지의 교회 중에서 여러분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 
랑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그리고 여러분 역 

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과 서로 교제하며 함께 협 력하여 하나님을 섬 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삼자원칙，삼자조직 , 그리고 삼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당 
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자원칙，즉 자치(自 治)，자양 (自 養)，자전 ( 自 傳)의 원칙에 
는 결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가정교회 역시 이 원칙을 따라왔습 

니다. 그러나 이제 삼자조직，즉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존재의 필요는 사라졌습니 

다. 왜냐하면중국 교회는 이미 자립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삼자회에 소속된 이들중 

에는 전혀 신앙이 없는 정치가들도 있고，동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삼자회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부패들을 보았습니다. 말단 관직 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교회의 재산으로 종교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독단 
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소유 희사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 

다. 어떤 이들은 생활이 문란하여, 먹고 마시고 놀며 심지어 음란한 행위까지 자행합 

니다.

우리는 삼자회가 신앙적으로 완전히 성경의 진리를 떠났음을 보았습니다. 일부 삼 
자의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은 신(新)신학(자유주의 신학-역자 주)을 선동하여，믿 
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등 기본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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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진리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삼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배척하여 핍박하고 공격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자회가 항상 정부 앞에 서서 예수 안의 지체된 자들을 고발 
하고 비방한 나머지, 가정교회 신도들은 매일 매일 안절부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기에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섬 기기가 어 렵습니다.

삼자회 내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삼자희의 진면 
목을 아십시오. 부디 빨리 삼자회에서 나오십시오. 지금 가정교회는 이미 전국에 흩 
어져 주님 안에서 연락망을 취하고 있으며, 성경적인 신앙에 부합된 교회라면 어느 
곳에 와서 여러분이 섬기셔도 환영합니다.

삼자회 내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다시는 

삼자회의 왜곡된 신앙에 의해 오염된 교회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물질로 삼자회 의 부패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가정교회의 각 처소는 모두 여러 
분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길 기대하며 여러분 
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중국 교회를 사랑하는 해외의 동역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삼자회를 

정확히 아십시오. 각 지체들의 사랑을 오용하여 이들이 드린 헌금을 삼자회에 갖다 
바치는 잘못을 행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전해지고 순전한 중국 교회를 세우는 데 여 
러분의 인력과 물력과 재력이 사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삼자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사역의 길 
을 선택하게 되길 간구합니다.

中華蒙福敎會 
中華眞理敎會 
中華福音團契 
華A 歸主敎會

1999년 8월 16일

출처/  中 텔 1音 宣 제 공 {http:/Awwv.a향 .W ~arV f>t)00k1 .htm)

번역/권수영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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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정교회 이해와선교전략 (II)

入£ :은 i 고 골은길으머

김요한

지난 호에서 계속 

믿음의 가족공동체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 긴 영적 겨울을 겪고 

난 후 나타난 네 번째 신앙의 변화는 믿음 안 
에서 서로에게 깊이 위탁된 교제를 하게 되었 
다는 점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35) 는 예수님의 말씀대로，신도들이 어려 
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 
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참 그리스도 
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려운 시기에 믿 
음을 서로 나눈다는 것은，그들의 가정에 새 
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 
다. 서로를 보호하고 신뢰하면서 가족처 럼 모 

든 생활을 함께 나누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부모 자식，형제 자 
매에게 서로 나눔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듯， 
그들도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 원을 그 
렇게 받아들이며 살아 왔고, 또한 가족 구성 
원이 많아지면 다시 분가를 하는 형태로 믿음 
의 공동체를 재생산해 왔다.

U

 

^

11

V

가정에서 가장이 모든 짐을 지듯이, 먼저 믿 
은 영적인 연장자가 나중 믿는 자들의 짐을 
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처음 
믿음을 가지고 보살핌을 받는 자들은 다른 곳 
에서는 전에 받아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 
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 
음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또 사랑을 주는 믿 
음의 연장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며 서 
로 깊은 신뢰를 쌓는다. 더욱이 형제 자매 가 
운데 병이 들어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많은 
지체들이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을 해서 나르 
고，없는 형편에 물질을 보탠다. 이 사람 저 사 
람이 병실 문을 들락거리며 환자를돌보는 모 
습을 보면서 같은 병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곧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싶은 부러움과 갈망을 가짐 
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또 복음 때 

문에 어 려움을 당하거나 유랑하는 연장자가 
생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돌보는데，

중국* 주께로 1999/11 • 12



결코 자기 가정보다 뒤지지 않게 정성스레 돌 
본다. 가정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이러한 o f름다운 교제의 전통이 계속 이어진 

것이 개방 이후 중국 가정교회 부흥의 원동력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초교 ni

다섯 번째로는 중국의 가정교회가 초교파적 
인 지역교회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다. 5 • 4운동 이후 중국에서는 젊은 지식인들 
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적인 대각성운동이 일 
어났는데, 중국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 자립 
과 토착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래서 1920년대부터 몇몇 교단을 제외한 대부 
분의 교단이 ‘중화 기독교’ 의 이름 하에 각 
교단간의 경쟁을 배제하고 협 력하는 분위기 
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독교회의 자립도 
는 높지 못했다.

1949년에 들어선 공산정부는 삼자애국위원 
회의 성립을 시작으로 간접적으로 중국 교회 
와 외국 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 

한 심한 비판과 핍박을 가했다. 이 당시 어려

움을 겪은 대부분의 기독교인과 교회들은 중 
국 교회가 외세 의존적이었다는 비판을 당하 

면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어려움을 겪은 대 
부분의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교 
파를 만들고 서로 경쟁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 

히 부정적 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지 역교회들은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들을 가지고，될 수 있는 한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교회관 
은 지역교회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며 

비신앙적인 세력이나 잘못된 권위가 지역 교 
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보호해 준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에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유기적인 기반도 된다. 따라•서 특 
별한 교회의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지 역교 

회들은 필요한 여러 지식과 지혜들을 다른 지 
역 연장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얻고 있다.

공산화 초기부터 지금까지 핍박과 어려움 
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가정교회의 연장자들 
은 대단한 존경의 대상이며 상징적인 영향력 
도 매우 크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낱 고

중국 가정교회 지 
도자들은 믿음 안 
에서 서로 협력해 
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교 
제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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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드리기 전, 
교회 밖에서 기 
도하고 있는 어 
느 가정교희 성 
도의^ 습.

집스런 인생 황혼기의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 

하지만，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로서 좋 
은 본보기이며, 그들의 생활 태도는 나중 믿 
은 자들의 모범이 되곤 한다.

성형이 주도하시는 교회

마지막 여섯째，중국 가정교회 사역의 주체는 
성령으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 • 앞서가면 양 
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 10： 

3 -4 ).
중국 가정교회의 부흥을 살펴보면 이렇다 

할 독특한 신학적인 입장이나 교회 성장학이 
없다. 더욱이 효율적인 교희 조직도 없고 대 

평원에 흩어져 풀을 뜯어먹는 엄청난 무리의 
양떼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큰 무리를 인도하고 먹이는가?해답은 성령님 
이다. 즉 그들과 늘 함께 계시는 좋은 목자이 

신 예수님 자신이다.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병에 
서 고침을 받고 귀신과 무거운 죄로부터 자유

함을 얻지 않았는가?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은 늘 열심히 기도하 

는 습관이 있다. 비교적 생활이 덜 바쁜 농한 
기에 농촌에 있는 가정교회를 가보면 예배나 
기도회 시간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늘 많은 신 
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슨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 
는 것도 아니고，그저 엄마 품에 안겨서 칭얼 
대는 아기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무슨 긴급 

히 필요한 간구가 있어서도 아니다. 성경 말 
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베 
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한다. 친구를 위해 
서 기도하고 홍수나 재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 
서，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 

도하고，TV에서 본 전세계의 어려움들을 위 
해서 기도한다. 특별한 기도제목이나 계획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그저 주 

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고 주님 품에 
안겨 있으니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 
도 가운데서 항상 많은 위로를 얻고 기도의 

웅담을 받곤 한다.
필자가 는 한 화교는 90년대 초에 친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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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J

을 방문할 목적으로 중국 벽지 오지 인 고향에 
갔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안 친 

척들이 여기 저기 소문을 내는 바람에，사방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그 
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다. 영문을 모 
르는 화교는 도리어 의아해 했다. 알고 보니 
그 지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 
문이 나 있었던 모양이었다. 자기도 과거에 
병이 나면 병원부터 찾았지 기도해 본 적이 
없었고，더군다나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 
고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던 이 화교는，그러 
나 도무지 이 난처한 판국을 빠져나갈 방법 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곳까지 온 사람들이 불 
쌍하고 민망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 

는데 하나 같이 병이 다 나았다. 병이 나은사 
람들은 당연한 듯이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갔 
는데，너무나 놀란 나머지 당연해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뿐이 었다고 한다. 귀국하고 나서 
몇 달간은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정말 자신이 
그런 능력 이 있는가 하고 다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봤는데，돌아와서는 전혀 병을 
고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 런 숱한 간중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 주님 
께서 성령으로 특별히 중국의 영혼들과 가깝 
게 계시고 직접 그들을 위해 문을 여시고 인 
도하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중국 가정교회 부흥의 주체를 중국 교회 
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자신이 아닌，주님에 대

한 역사나 신학이나 사역자，방법론적 연구에 
서 찾는다는 것은 어 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 
다.

지금까지 중국 가정교회가 공산 정부하에 
서 긴 영적 겨울을 보내고 개방의 물결과 함 
께 큰 부흥을 가져 온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영성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긴 겨울 
을 나기 전，중국의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그 
렇게 큰 부흥을 가져 올 만한 영성적인 능력 
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겨울을 난 밀이 환 
경과 병에 훨씬 강하듯이，그 긴 겨울을 난 가 
정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성숙되었다. 개방 후 
중국에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으리라 추측하 
던 많은 해외의 교희들에게 중국 교회는 봄에 

들판을 꽉 메우고 일어나는 밀들처 럼 보란 둣 
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교사 
역에 있어서 성령이 주체임을 보여주는 분명 
한 중거이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교파나 선교 
단체，선교사가 선교사역의 주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또한 
교파，선교단체，선교사는 다만 그리스도 예 
수의 사역 안에서 쓰임 받는 종으로서, 주님 
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문으로 인도받 
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순종의 

도구여야 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다음호에계속

김요한/중국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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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20일 마카오 중국 반환!
1557년 포르투갈이 명(明)으로부터 마카오 조차 후 정확히 442년만에 중국으로 

반환되는 마카오 주권이양의 작업 이 분주히 진행되고 있는 현지에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역사 안에서 당신의 왕국을 확장해 가시는 살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이번 마카오의 중국 반환은 홍콩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출발부터 다르다. 영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점령했다면 마 
카오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국을 구슬러 통치권을 따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의 상인들은 중국 정부에 조공용 물품을 진상하기 전 햇볕에 말릴 장소가 필요 
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1557년 마카오를 조차하는 데 성공했다.

마키•오에 대한 중국의 생각도 홍콩에 대한 마음과는 달리 뜨악한 입장이다. 
포르투갈은 이마 66년과 74년 두 번에 걸쳐 마키•오를 반납하겠다고 했으나 중 
국이 오히려 이를 막았을 정도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큰 실익도 없는 마카오를 
덜컥 돌려 받고 나면 그에 따라 홍콩 처리 방향도 자연스럽게 결정될텐데 그러 
기에는 중국의 내부정책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탓이다. 결국 84년 홍콩반환 
에 관한 중 • 영 공동성명이 체결된 지 3년이 지난 87년에야 베이징(北京)과 리 
스본 정부는 99년 12월 20일 마카오를 중국에 이양키로 합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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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은 홍콩과 비슷하다. 마카오에도 역시 반환 후 
50년 동안 중국과는 다른 현재의 체제가 유지된다. 지난 
93년 제정된「마카오 특별행정구법」에 따라 일국양제(ᅳ 
國兩制: 한 국가 두 체재)가 보장되는 것이다. 마키•오 반 
환 후 기본법 규정에 따라 중국어와 포르투갈어를 모두 
공식언어로 할 것이다.

마카오 반환을 바라보는 마키•오인들의 심정은 홍콩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마카오인들 자체가 포르투갈 통치 
에 대해 별 미련이 없다. 홍콩 반환 시 강렬하게 나타났던 
영국에 대한 홍콩인들의 아쉬움을 마카오에서는 찾아보 
기 어렵다. 오히려 중국의 마카오 통치를 환영하는 분위 
기이다. 마카•오 정청(政廳)은 치안유지 능력을 이미 상실 
했기 때문이다. 현재 마카오는 갱들의 전쟁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마카오 중국 반 
환이후 마카오에 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원래 군을 주둔시키지 않기로 중국과 포르투갈이 합의했 
던 것을 어기고, 마카오에서 범죄조직의 폭력사태가 잇따 
르자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마카오 반탄이 중국선교에 미질 영향
채 100여 일을 남겨놓고 있는「진̂1 •오 조국 귀환(澳門 回 
歸組國)」행사는 마카오가 442년 동안의 포르투갈 지배를 
벗어나 중국으로 반환되는 역사적 사건으로，2년 전 홍콩 
이 중국으로 반환되던 행사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 

다.
많은 기독 관계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마카오가 중국으 

로 반환 된 이후의 마카오와 중국선교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이유는 일국 

양제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을 볼 때 그러하다. 그리고 무 
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13억의 중국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카오 반환 
은 오히려 중국선교에 있어서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히 마카•오 선교지가 중국선교에 있어서 중요 
한 세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중국선교의 역사적 관점

포르투갈인이 처음으로 마카오 땅에 도착한 것은 1553년 
이다. 그들이 정착하고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557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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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의 한 야간 신학교 개강 예배 모습.

영국이 홍콩으로 진출하기 학= 300년 전이다. 그로부터 11년 후 1568년 카내로 주교가 마카오에 도 
착 천주교가 전래되기 시작했으며(오랜 후지만 김대건 신부도 이곳 마카오에서 수학)，17세기 초 
1807년 9월 4일 개신교 중국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로버트 모리슨(R obert M oirison)이 마카오 땅 
에 발을 디딤으로써 마카오는 기독교의 포교기지로서，그리고 동양무역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위 

치를차지해 왔다.
왜 역사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찍 이곳 마구}오를 통해서 중국과 동양의 문을 여셨을까?뿐 

만 아니라 마카오가 중국 중앙정부와 옛부터 지금까지 별로 큰 다툼 없이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 

지해 왔던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홍콩을 영국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다고 표현 
한다면，마카오는 당시(1553년) 포르투갈인이 중국 남해 근처에 출몰하던 해적들을 징벌함으로 
중국 정부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 마키•오에서 조치권을 얻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마카오에 대해 관대하며 좋은 관계 가운데 ‘좋은 친구’ 로 지내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실제로 2년 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 될 때의「홍콩특별행정기본법」과 「마카 
오특별행정기본법」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마카오특별행정기본법」의 제6장 ‘문화, 사회, 사 
무’ 와 제128조의 종교활동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 많은 여유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떻든 이러한 
것들이 선교와 종교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 다.

중국선교의지리적인관점
한반도의 45배에 달하는 959만 7천 평방 킬로미터나 되는 중국은 한 마디로 말해서 광활한 대륙 
이다. 또 이곳에는 전세계 인구의 1 /5에 달하는 13억 영혼들이 살고 있다. 마치 거인 골리앗과 같 
은 중국을 국경으로 접하고 있는 국가만 해도 12개 국이며，홍콩과 n!키•오를 포함하면 모두 14개 

국이단. 안타까운 사실은 중국이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선교 활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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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야간 신학교 교수인 지(吉) 목사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카오와 홍콩은 중국선교에 있어서 정말 좋은 
복음의 전초기지 임을 확신한다.

중국선교의 효율적 관점
하나님께서 IMF라고 하는 큰 ‘유라굴라 광풍’ 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선교사역을 향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는，선교는 돈으로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사랑히는 영 
혼들을 사링하고 섬기는 것임을 교훈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 
카오 선교지는 대만과 홍콩에 비해서 물가가 비교적 싼 편이며 교통과 안전성에 있어서도 용이한 
편이기에 중국선교를 접근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55느 말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세워 가심을 이렇게 고백 
하고 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7]득하리라” (합2:14).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중국 영혼들을사랑하셔서 마카오 땅을 포르투갈인의 손에 맡기시고 조 
용히 이 일을 진행하여 온 것이다. 이는 마치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소아시아를 거 
쳐 서북쪽으로 뻗어나가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에서 다시 영국 해협을 지나 전세계로 퍼져 나 
갔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복음은 로마의 박해，헬라의 문화，유대인의 민족주의 둥둥 겹겹이 쌓인 두꺼운 장벽을 뚫고 세 
계를 향하여 줄기차게 뻗어나갔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것이다(숙4:6). 그러므로중국선교의 유일한 대답도『하나님의 능력으로j 이다.

ᅳ권요셉/마카오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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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비

중국선교, 대륙에서만?

‘제3국의 중국선교’ 란 말은 아직 많은 분들 
에게 생소한 느낌을 주는 말임에 틀림이 없 
을 것이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되， 
중국 본토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중국인에 
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에는 분명히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로 되어 있지 
만, 아시다시피 실제적인 신앙활동 면에서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制約)을 받고 있 
으며，특히 외국인으로서 현 삼자정 책하에 중 
국 내에서 선교하는 일은 불법이기에 제3국 

에서의 중국선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이유 
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1981년 세계화인복음사역연락중심(世界華 
人福音事工連絡中心)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총수를 
4，500만 명이라 했으니, 18년이 지난 오늘날 
에는 약 5천만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리고 이들 대다수는 아시아 여러 국가와 유럽 
과 미국의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 
각 나라에 영주하고 있는 화교(華倫) 외에도 
대륙으로부터 온 유학생과 외화를 벌기 위해 
한시 적으로 나와 있는 노무자로 크게 구별할 
수 있으며，이들 모두가 선교대상이 되지만 
본인은 여기서 노무자만 논하고자 한다.

중국인이 있는 그 어디든 간다
본인은 지금까지 만 28년 동안 중국인을 대상 
으로 복음사역을 하고 있는데，돌이켜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나 할까，전부 제3국에서의 
중국선교에 속한다고 하겠다. 1950년대 후반 
과 60년대 초반의 10년은 인천중화기독교회 
에서 7년 간 목회를 했고, 이어서 3년은 남한 
전역의 읍 • 면 이상 중소도시를 순회하면서 
중국인이 열 가정 이상 살고 있는 도시는 거 
의 다 방문했다. 그리고 1981년 8월부터 총회 
의 파송으로 홍콩에서 11년 간 선교했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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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예배의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필자 (앞줄 중잉).

후 1992년 2월선교지를 싸이 
판으로옮겨 오늘에 이르기까 
지 7년 반 동안 중국인 노무자 
를 상대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중국 본 
토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 
고 해도, 이들 해외에 살고 있 
는 5천만 명에 이르는 귀중한 
중국 영혼들, 그 중에서도 조만간 귀국해야 
하는 영향력 있는 유학생과, 복음을 받아들이 
기에 유리한 조건 속에 있는 노무자들을 상 
대로 누군가 선교를 해야 하는데, 본인은 그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맡겨 
주셨다고 믿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사이판 중국 노무자들의 실태

중국인들이 이곳 사이판까지 오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1986년 북마리아나 군도가 미 연 
방에 정식으로 흡수 편입되면서 많은 봉제공 
장들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M ade in  USA 상 
표로 의류제품을 생산，무세금，무제한으로 
미국 본토로 반출하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노 
동임금이 비교적 싼 태국，필리핀，중국 등지 
로부터 2년〜3년 기한부 조건으로 노무자들 
을 고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 
중국인 노무자의 수가 제일 많은데，대략 
13,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조선족과 한족의 
비율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비자 기 
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돌아 

간 숫자만큼 즉시 새 노무자가 보충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선교대상 
인원수는 상주 노무자의 몇 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이판에는 이들 중국인 노무자를 상 
대로 선교하기 위하여 한국 여러 교단에서 파 
송된 선교시들이 3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여 
선교 중이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는 조선족만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한족 
을 상대로 하는 교회는 3곳에 불과하다. 그 중 
에 한 교회 인 사이판 화인기독교회는 현재 본 
인을 포함，목사 2명，여(女) 선교사 2명，모두 
4명이 협 력하여 사역 중에 있다.

자라나는 사이판 중국인 교회
1992년 2월，필자는 홍콩에서 이곳으로 선교 

지를 옮겨 오늘까지 만 7년 동안 사역 중이다. 
1997년 말까지는 본인보다 한 달 늦게 이곳에 
온 싱가폴 선교사 팽(彭) 목사와 함께 동역을 
했고，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98년 봄부터 여 
선교사 2명 이 증원되 었다. 그 동안 본 교회는 
1，002명에게 세례를주었고, 그 중 700여 명의 

신자들이 귀국하여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다. 
그 중에는 직접 가정교회를 개척하여 인도하 
고 있는 사람도 20명 이 넘으며，대략 80% 정 
도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교회는 그 동안 집회장소가 협소하여 어 

려움을 겪었는데，사이판 한인장로교회의 배 
려와 도움으로 지난 6월 첫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시간을 오전 11시 30분으로 늦추어 제2 
부로 본당에서 드리고 있다. 주일예배는 낮과 
밤구별 없이 평균 300명이 모이고 있는데，작 
업이 없는 주일이면 500명 이상까지도 출석 
한다.

그리고 주중 행사로는 월요일 밤 각 공장별 

혹은 각 기숙사별 자체 기도회가 있고，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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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성경공부 후 중국인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일부터 금요일에는 매일 밤 9시15분에서 11 
시까지(대부분 공장들이 밤9시에 근무 교대) 
평균 150명 정도 모임을 갖고 있다. 상황에 따 
라 과목을 약간씩 바꾸기도 하지만 성경공부， 

제자훈련, 구원의 진리, 기초신학 등 한 사람 
의 전도자를 양육하기 위한 훈련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 곳 사이판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교통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 현재 본 교회는 대형버스 1대，중형버스 
2대，소형버스 2대를 직집 운행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밤 예배를 마치고 두 차례나 왕복 
하고나면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귀가하게 되 

므로 운전하는 분들의 건강유지에 어려움이 
^ 다.

중국 전역에 產어지는 양들을 위해
그 동안의 선교사역을 통해 느끼는 이곳 사역 
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선교 대상 
자들이 중국 전역에서 왔다는 점과 모두 20대 
혹은 30대의 청년층이고중학 졸업 이상의 학 
력 소유자들이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 
드시 귀국해야 하는 점，그리고 가정을 떠나

외로이 객지에 혼 
자 살고 있기에 주 
님의 사랑으로 잘 

주면 가족이나 
타인의 간섭 혹은 

반대 없이 자의로 
결심하고 예배에 

출석하기가 쉽다는 
점 등이다. 반면 가 
장 어려운 문제는 
이들이 귀국한 후 
에도 계속해서 돌 
보아 주고 상담해 

야 하는 후속 조치 
이다. 서신 왕래는 가능하지만 그 많은 사람 
들에게 일일이 회답하기도 어 렵고, 더구나 전 

국에 분산거주하고 있어 설사 중국을 방문한 
다고 해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 다.
다행 인 것은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현재 

부르나이 에서 목회 중인 중국인 목사 한 가정 
이 11월에 이곳에 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 
다. 이 목사님 이 오시 면 우리들 중 누군가 한 

사람은 귀국한 신자들을 전담하여 돌볼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도 1년에 한 차례 
씩 약 1개월 동안 주로 팽 목사님 이 중국을 방 
문하긴 했지만，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700여 
명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제 3국 중국 선교, 넓여지는 지18

현재 사이판은 미 연방정부로부터 이민법，노 
동법，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압력을 받고 있 
다. 이 때문에 사이판 선교의 전망이 불투명 
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필자는 지금까지 

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결실로 미루어 볼 때 
분명히 성령께서 동역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 
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곳을 중국 
선교의 전초기지로 시용하고자 하시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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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뜻이 있다고 믿기에，어떠 
한 방법으로든지 앞으로도 5 
~ 6 년 간은 중국 사역이 계속 
될 것으로 본다. 만일 사이판 
에서의 선교사역이 끝난다 해 

도, 이 곳 외의 남태평양의 다 
른 섬들 즉 피지(F iji), 팔라우 
(Palau)와 심지어 중 • 러 국경 
지대의 조련영 내에도 중국인 
들을 고용하는 공장들이 세워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 하여간 중 
국 내에서의 선교가 계속 여의치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라도 제3국에서의 중국선교에 관 
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로운 과제라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이 사역을통해 나타난 결실로 볼때 분명히 성령께서 동역하고 계심을 믿는다.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 (마 
6:31~ 32)，‘*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전 4:7)，“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딤전 6:7)，“부모처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마 10:37), “산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고후 5:15). 등의 
말씀들을 전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실천하려 
고 애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새 힘을 얻고，마음에 벅찬 보람으로 강한 도 

전을 받는다. 밤 11시가 지나도록 모여서 , 기 
뿜이 넘치는 얼굴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진지하게 말씀을 받되 설교7} 아무리 길어져 
도 시계를 보거나 조는 사람이 없으니，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연상하게 된 
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말할 
수 있는 결론은，하나님께서 분명히 제3국에 
서의 중국선교 사역을 기뻐하고 계시며 또 이 
사역에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이다. 독자 여 
러분들께서도 시간을 내어 꼭 한 번 선교현장 
을 직접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끝 
을 맺̂ 다.

중국의 공어한 □培에 목음을 심자
본래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사회주의 제 
도 밑에서 생활하며, 철저히 무신론과 진화론 
의 교육을 받아 온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수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필자가 그동안 중국 

인 노무자를 상대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끼 
고 깨달은 것은，오늘의 중국 청년들은 과거 
중국인들이 절대 신봉해 온 공산주의와 마오 
쩌둥(毛澤東) 시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상 
실한 채，온통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는 
기성세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갈등하며 
공허감에 허둥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고，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참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고 전할 때，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잘받아들인다.

기성교회의 많은 신자들조차 잘 믿으려 하 

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 예를 들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 려하지 말라

※이만열 선교 사 는  현재  89세 로  현재까지  8 년 째  사이판 
에서 중국인  사 역 을  하 고  있 다 .
■편집자주 -

이만열/사이판 중국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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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기회가 있을 때마다 봉사하라.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관하시는 환경에서 아무^  
힘들어도 하 胃 I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말이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Ai 드러내높 특성은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다. 예수님이 하 

셨던 일들은 가장 천하^ 범한 것들이었다. 이것이 곧 내가 평범한 일들을 주님의 방법 

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하다는 표시이다. 나는.주님이 한요̂ 것처럼 

발수건을 사용할 수 있는가? 수 건 , 식 기 , 신 발 ，라 같은 우리 생활의 자질구레한 일들은 

우리들의 영적 위치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밝히 드러내준다. 꼭 해내야 하는 가장 천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면 전능하신 성육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5)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 데려오는 사람들을 유의하라. 지금까지 당 신 님 께  어떤 사 

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당신 주위의 톼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i|| 되 
면 퍽 창피스러울 것이'다. 주님¥  당신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본을 그들에게 그대로 실행 
하라고 요청하신다. 세 , 오|국에 선교사로 가면 그런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입니 
다.’’ 이런 식으로 畜하는 것은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군수품을 생산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우리는■하나님과 함께 십 리를 더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몇 발자국을 떼어보5  
중단하는 자들도 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앞길을 걸어가라고 미시기 때문이다. 우리ᅮ 

는 ‘큰 위기에 접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작은 걸음으로 차분 ᅮ 
히 행細 나가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아무 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쿵^長

-『주님은 나의 최고봉』(오스팔드 챔버스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중에서-



■■I

1999년 4 월 말. 1만 여 명에 이르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베이징 중난하이 
시위는 중국 전역 뿐만 아니라 세계 
를 놀라게 할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 
다. 흔하디 흔한 일개 기공 수련단체 
의 영향력이라고 보기에는 그 숫자적 

규모도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 
후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파룬궁 활 
동 금지 조치와 강력한 진압 과정도

특집/ m 룬궁(法輪功)의 실체와 중독선;si
대단한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조차 
6 • 4 천안문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사건이라고 표현할만큼. 중국 대 
륙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파 
룬궁의 실체는 무엇인가'? 단순한 기 
공단체인가 아니면 신흥종교인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1억 명 에 
달하는 방대한 추종자들. 우리 
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숫적 
방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오늘날 중국이 처한 
정신적 . 영적 상황일 
것이다 . 우리 그리스 

도인들은 영적인 관 
점에서 파룬궁의 허와 
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의 정신적 빈 공간 
에 유일하고도 완전한 대

.、이 ,… . ,안으로 A  예^ 1 .. . 一•趣^ ^ ^ ^ ^ ® : 厂표^^^!魏  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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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이 몰고 온 

기공 바람과 탄압 전쟁
편집부

지난 4월, 중난하이를 둘러싼 파룬궁 수련자들의 시위 모습.

수면 위로 [[1 오른 따룬궁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 그것도 정치의 중 
심지인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지난 4월 25일 
1만 5천여 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름하여 4 • 25 사건. 이 
들의 시위 목적은 파룬궁을 기공 수련단체로 

합법화해 줄 것과 구속된 수련자들을 석방시 
켜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50주년，천안문사태 10주년, 5 • 4학생운 
동 80주년이었던 1999년，그 어느 때보다 중

국 당국이 사회 안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 
던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파룬궁 시위가 벌어 
진 것이다.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처음에는 “이들의 
활동을 막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내렸고，주 

룽지(朱錯基) 총리가 시위대 대표를 면담한 
덕분에 시위는 평화적으로 끝이 났다. 공안들 
도 전혀 긴장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시위 발생 4일 후인 4월 29일 장쩌민 주석은 
시위에 대해 “잘못된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 

했고, 당국은 시위 관련자를 의법처리할 것이 
라고 공표했다. 그 후 몇 달 지난 7월 22일, 중 
국 정부는 파룬궁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고 
파룬궁 수련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7월 29일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파룬궁 창시자 리 
홍즈(李洪志)에 대해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국제경 

찰) 회원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리홍즈 체포 협조를 요청받은 미(美) 국무 

부는중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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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에 리홍즈를 중국 당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 국무부는 중국 당 

국에게 파룬궁 추종자들의 시위가 평화적인 
것이었다면서 ’ 파룬궁 금지 방침을 재고할 것 
과 억류된 관련자들을 석방■해 줄 것을 촉구함 
으로써 중국 내의 파룬궁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될 위험까지 몰고 갔다.

본 기사에서는 파룬궁 시위의 확산 전말을 
살펴보고，파룬궁이 어떤 단체인지，중국 정 
부가 파룬궁을 탄압하는 이유 둥을 보도된 자 
료를 중심으로 정 리해 보고자 한다.

4 • 25 파룬궁 시익 사건
중국과학원의 원사(院士) 허쮜시우(何作麻) 
는 4월 19일，톈진(天津)사범대학교에서 발행 
하 는 〈청소년과기박람(靑少年科技博覽)〉이 
라는 잡지에 ‘*나는 청소년들의 기공수련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파룬궁 수련을 하면 정신장애에 걸 
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발표에 
분노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허쭤시우에게 사 

과를 요구하며 매일 몇 십 명씩 텐진사범대학 
에 몰려들어 연좌시위를 벌였다.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자 4월 24일，잡지사 
가 있는 텐진교육원 정문 앞에서 약 6천 명이 
모여 연좌시위를 하며 허의 사과를 요구하였 
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사과를 받■아 내지 못 

했고, 오히려 수련자들이 공안들에게 구타당 
하거나 구속되었다. 그러자4월 25일，1만 5천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베이 
징으로 몰려와, 정치핵심 인물들이 모여있는 
중난하이를 포위하고 연좌 침묵시위를 벌였 
던 것이다. 이들은 허쮜시우 문제를 엄격히 
처리해 줄 것과，텐진에서 공안에게 구속된 
파룬궁 수련자들을 석방해 줄 것，파룬궁을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 
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끌었지만，주룽지

총리가 시위대표를 만남으로 사태는 조용히 
끝이 났다. 이 사건을 통해 세계 언론은 중국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7월 22일 중국 정부는 파룬궁 조직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파룬궁 수련을 금했 
다. 그리고 4 • 25 시위의 주동자와 핵심인물 

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 시위의 주 
동자는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라고 주장했 
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리홍즈가 상인 신 
분으로 4월 22일 베이징으로 들어와 23일 텐 
진사범대학에서의 시위를 주동하고，24일 횽 

콩으로 떠나기 전까지 베이징 에 있으면서 각 

지방의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컴퓨터 통신망 
을 이용해 25일 베이징 중난하이로 모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공안부는 리홍즈 
가 4 • 25 사건을 지휘했다고 보고，‘파룬궁 
문제는 엄숙한 정치투쟁’ 이라고 못박고 리홍 
즈에 대해 지명 수배령을 내 렸다. 그러나 리 
홍즈는 4 • 25 시위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모 
르는 일이며，당시 자신은 미국에서 오스트레 
일리아로 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룬궁은 무엇인가?

리홍즈에 의해 창시된 파룬궁은 1992년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기공수련 단체로서，기공에 
뿌리를 두고 불교, 도교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파룬따파(法輪ᄎ法)’ 는 리홍즈에 의 
해 이론화된 파룬궁의 수행체계인데，여기서
과룬 이란 불교의 8만 4천 법문 중 하나로서 

가장 높은 단계의 기공법 이다. 이것은 일반 
기공처 럼 수준 낮은 병 따위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단계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 
는 것’ 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리홍즈는 파룬궁을 통해 누구나 파룬따파 
를 읽고 수련하면，나쁜 습관을 버리고 기공 
을 통해 깨끗하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련을 통해 초월적인 정신세계를 

소유할 수 있으며，보통 사람들이 걸리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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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교는 진(眞) 
을 수양하고，불교는 선(善)을 수양하지만 파 
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동시에 수련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주와 동화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전법륜(轉法輪)』이라는 책에 
의하면，기공을 배울 때 만약 나쁜 의도를 가 
지고 있으면 무 것도 배울 수 없고，남을 해 

하려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을 때 수련이 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병치료에 대해서는， 
병이 있으면 수련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몸 

을 정화해 주어야 하며，정화된 사람만이 진 
정으로 파룬궁을 배울 수 있는데，이것은 우 
주 안에 생노병사(生老病死)가 모두 연관되 

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 
으로 볼 때 파룬궁이 신체단련을 목표로 하는 

단순한 기공단체라고 보기는 어 렵다.
1992년 전파된 이 래로 현재까지 중국 대륙 

에 약 1억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있다고 추산 

된다. 또한 전세계로 퍼져나가 현재 30여 개 
국에 최소 7천만 명에서 1억 이상의 수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이들은 천 명 정도에 
이른다. 한국 내 파룬궁 수련자 
들은 20대 에서 60대에 이르는 직 

장인，주부，사업가，대학생 등 
다양하며，새벽녘이나 초저녁에 
서울 올림픽공원，보라매공원， 
일산 호수공원 등 비교적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에 모여 수련을 
하고 있다. 이들은 파룬궁 창시 
자 리홍즈가 출연한 비디오 테 이 

프와 책자를 통해 수련동작과 방 
법을 익혔으며，주위 사람들에게 

수련을 권하고 있어 한국에도 파 
룬궁 수련자는 계속해서 중가해 
가는 추세이다. 또한 파룬궁 수 
행법을 설 명 한 『전법륜(轉法 
輪)』과 『중국법륜공(中國法輪 

功)』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보급되고 있 
으며，한글판 비 디오 테 이프도 나와 있다.

중국 정부의 궁 탄압
처음 4 • 25 파룬궁 시위에 그다지 긴장하지 
않던 중국 당국의 표정 이 싸늘해진 것은 지도 
부의 몇 가지 상황 판단 때문이었다.

첫째，시위 장소가 문제였다. 4월 25일 새벽 
부터 몰려든 시위대는중국 지도부들의 거주 
지 역인 중난하이를 포위했다.

둘째 ’ 파룬궁의 힘 과시도 역효과를 불렀다. 
당국은 시위대가 1만 5천 명이라고 발표했으 
나，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한다. 게다가 파룬궁 수련자는 1억 명 에 이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이는 중국 공산당 
원 6천1백만 명 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수련 

자들의 막대한 수가 중국 지도부를 긴장시켰 
던 것이다.

셋째，만만치 않은 조직력도 입중되었다. 중 
국 국가안전부와 공안부를 비웃듯 파룬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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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자 수만 명이 01무도 모르게 중난하이를 

포위했다. 더구나 이들은 인터넷과 핸드폰 둥 
의 첨단장비로 연락망을 구축，당국의 허를 

찔렀던 것이다.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탄압하 

는 주원인은 파룬궁이 그 세 력을 이용해 공산 

당 독재에 대항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조직이，개혁 개방 이후 급격한 

체제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불안 세력과 
결합될 경우 사회안정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 
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파룬궁은 중국 
전역에 걸쳐 연구부 밑에 총 지부 39개를 설 
립하고 1천9백여 지부와 2만 8천여 소단위 조 

직을 세워 완전한 조직 계통을 구축했고, 2만 
3천 개의 집회장소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 
리고 리홍즈는 전화와 팩스는 물론이고，컴퓨 

터 통신망 등 ‘국가 정보기관과 맞먹는 보안 
체제’ 를 유지하면서 전국의 파룬궁 조직을 
지휘했다고한다.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단 
호하다. 중국 공인:부에서 발표한 통고문에 의 
하면，공산당원은 혼자서라도 절대 파룬궁을 

수련할 수 없다. 일반시민들도 파룬궁을 수련 
하거나 파룬궁과 관련된 어떠한 집단 행동도 
할 수 없다. 또한 파룬궁을 상징하는 깃발이 
나 기호도 내걸어서는 안 되며 출판물 제작 • 

배포도 금하고 있다. 그리고 말도 조심해야 

한다. 파룬궁을 선전하거나 옹호하는 어떤 행 
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이 파룬궁을 타도하기 시작하면 
서 파룬궁 관련 서적도 대거 압수，소각되었 

다. 베이징(北京)，텐진(天津)，우한(武漢) 둥 

지 에서 파룬궁 관련 출판물 수만 권을 소각했 
고，상하이(上海)에서도 4만 5천 권의 관련 서 

적과 사진을 압수，분쇄시켰다. 경찰은 지린 

성 창춘에 있는 리홍즈의 주택을 급습, 리의 
모습을 한 금부처상을 비롯해 많은 사치품들 

을 압수했다.

또한 중국 당국의 보도에 의하면, 리홍즈가 

불법조직인 ‘파룬따파연구화 를 조직, 미신 

과 사설을 퍼뜨려 사람들을 현혹시켜 많은 수 
련자들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7월 28 

일까지 파룬궁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전국 30 

개 성(省)에서 743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뿐 
만 아니라 이 조직은 합법적 신청 및 허가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꾸미고, 집회를 가지고, 

시위를 벌이고，사람들을 모아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활동을 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했 
다는 것이다.

대대적 반격 나선 따룬궁
정부에 의해 ᅵ불법조직으로 규정되어 해체 위 

기에 몰린 파룬궁은 이에 지지 않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신도용 전언 통신문을 통해 
“훙파(弘法，교리 전파)에 진력하고 불의를 

누를 공력(功力)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선 
언했다. 지도부는 인터넷을 통해 향후 투쟁전 
략도 공개했다. 세계 주요언론을 통해 과룬궁 

탄압의 부당성 역설, 인권단체와 연대 모색， 
길거리에서의 파룬궁 수련，서명운동 둥을 펼 

쳐 정부에 청원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한 대규모 연행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경(上 

京)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수도 베 
이징과 각 성 정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 
이겠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국 당국의 단 
속이 시작된 이후에도 중국 전역에서 계속되 

는 시위로 이미 수천 명이 검거됐으나 파룬궁 

의 반발은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 

다.

이 에 대해 중국 공안 당국은 파룬궁 책 임자 

에 대해서 국가 안전위해죄를 적용키로 하는 
등 엄벌로 맞서 기도 했다. 이것은 최소 징 역 3 

년에서 사형까지 가능한 항목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파룬궁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금자시켰으며，파룬궁을 ■비난하는 홈 

페이지를 개설，인터넷 전쟁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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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은 기공 등을 통해 정신적 공허감을 채우길 원한다.

또한 지난 6월 말부터「인 

민일보(A民 日 報)」둥을 통 

해 미신의 허상을 폭로하 

는 글을 연재했다. 홍콩 최 
대 일간지「동방일보(東方 

曰 報)」는 미국 소식통을 
인용，“파룬궁이 미 중앙 
정보국(CIA) 및 반체제 조 
직과도 폭넓게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리홍 
즈는 성명을 발표，“중국 

정부의 이번 파룬궁 금지 조치로 중국 내 추 

종자들이 더 심한 박해를 받아 천안문 사태와 
같은 또 한 차례의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꾀룬궁이 합법화될 때까지 무기한 청원투쟁 
에 나설 것”을 공언하고 있어，제2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유혈사태 발생마저 배제할 수 없 

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커다란 고민이다.

파룬궁을 보는 여러 시각言
홍콩에 거주하는 칼럼니스트 신밍쇼우(55세) 

는 미국 시사주간지「타임」의 칼럼 ‘사선’ 에 

서 , 파룬궁 조직의 성공은 공산당의 실패에 
바탕을 둔 것으로 케 케묵은 공산당 이론에 싫 
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한편，도덕과 규범이 붕괴된 중국 
사회 에 탈출구가 되고 있다고 분석 했다. 또한 
그는 중국 당국의 파룬궁 탄압은 중국 지도부 

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산주의 붕괴 
는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역사를 전공한 미국 하버드대 필린 쿤 
교수는, “역사적으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 
되는 시점에는 각종 종교집단이 융성했다.” 

면서, 특히 정치적인 색채가 별로 없었던 종

교 집단도 지도자 검거 등 정부의 탄압이 시 

작되면 폭력적인 집단으로 변했다는 점을 주 

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서방 외교관은 “파룬궁은 천안문 사태와 

는 별개의 문제로，중국 정부가 그것을 천안 
문 사태와 연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선전술 
의 하나” 라고 분석했다. 그는 “파룬궁을 천안 

문사태와 연결시키는 것은 당의 생존이 위협 
을 받을 경우 군사력을 동원，지난 89년과 같 
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관련자들 

에게 시사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r아주주간(亞洲週刊)j 에서 장쉰(江迅)은 
“중국 정부의 부패는 인민들로 하여금 당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하여 파룬궁의 진，선， 

인에 음을 쏟게 했으며, 당국의 엄격한 사 
상통제 하에서 기공과 종교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 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 결사의 자유가 없고 사회단체의 자유 
결사도 허락되지 않지만，사람들은 기공과 종 

교를 통해 결사의 자유를 간간히 느끼고 있 
다.”고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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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문궁，
기공인가 사교(邪敎) 인가?

중국을 들i§게 한 따룬궁
올 여름 중국의 최대 이슈는 
‘파룬궁(法輪功)’ 이었다. 지난 
4월 25일 베이징(北京)의 중난 

하이(中南海)에서 1만 5천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을 때，중국 언론은 이 사건에 대 
해 침묵을 지켰었다. 그러나 7월 22일，중국 

당국이 파룬궁을 사교(邪敎) 집단으로 규정 
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이래 텔레비전，라디 
오，신문 둥은 모두 파룬궁에 관한 보도로 넘 

쳐^ 다.

관영 CCTV도 7월 24일과 25일에 뉴스시간 

대부분을 파룬궁 비판에 할애하고，토크쇼의 
주제도 파룬궁으로 잡았으며 , 주요 일간지들 

의 1면 톱 기사도 파룬궁 성토 일색이었다. 

“과학을 숭상하고 미신을 타파하자:，“병을 
고친다는 파룬궁 창시자 리홍즈(李洪志)가 
자신이 병에 걸리자 병원에서 약을 사• 먹었 

다.” ，“리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생일율 
부처의 탄신일로 고쳤다：는 등의 보도를 관

條ᄈ^

중국 당국이 게시한 궁^ 로’ 자료들을 시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련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했다.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는 평소 사리 

분별이 뚜렷하고 말도 잘 듣던 17세의 한 소 
년이 파룬궁 수련 후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을 심층 보도했다. 이 신 

문은 둥에 칼자국이 선명한 이 소년의 아버자 
시신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한편，“과학으 

로 파*궁 을  폭로한다:’는 시리즈를 실었다. 

결국 중국 당국은 7월 29일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에 대해 지명수배령을 내리고 인터폴 

회원국에도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은 파룬궁이 공 
산당에 정면으로 도전했고，중국 영도자들의 
거주지인 중난하이롤포위하고 시위한 데 격 

분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전화，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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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자우편，핸드폰 둥을 이용하여 수 
련자 연락망을 형성하는 등 조직적인 냄새를 
풍긴 것과，수련자가 1억에 이른다는등의 힘 
과시가 중국 당국을 긴장시켰기 때문이라고 
외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밝힌 파룬궁 단속 이유는，파룬궁이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이며，비과학적인 논리로 
사람을 현혹해서 사망자와 정신병자가 속출 
하고 있고，수련자들이 언론기관과 정부기관 

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질서를 파괴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파룬궁은 무엇인가. 단순한 
기공단체인가，아니면 사교(邪敎) 집단인가?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는 누구인가? 파룬궁 
의 발전 원인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파룬궁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리吝즈, 그는 누구인가?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48세)는 어 떤 사람 
인가? 지린(吉林)성 궁주링(公主岭)시에서 태 
어난 그는 원래 1952년 7월 7일에 출생하였는 
데, 1994년에 자신의 출생 연월일을 1951년 5 
월 13일로 바꾸었다고 한다. 51년 5월 13일은 
음력 4월 초파일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 

다. 중국 당국은 리홍즈가 자신이 석가모니의 
화신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생 

날짜를 바꾸었다고 분석 했다.
파룬궁 측에서 편찬한「리홍즈 약력소개」 

에 의하면，그는 네 살 때부터 전각법사{全覺 
法師)라는 스님으로부터 진，선, 인(眞，善， 
忍)의 최고 법문(法門)을 전수 받았다고 한다. 
여덟 살 때 대법(大法)을 얻어 물건을 자유자 
재로 옮기고，물건을 정지시키고, 생각을 멈 
추게 하고, 몸을 숨기는 신통력을 얻었다. 뿐 

만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인생에 대 
한 통찰은 물론 인류의 과거와 미 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씌어 있다. 또한 12세가

되는 해에 도가(道家)의 사부인 팔극진인(八 
極眞ᄉ)을 만나 도가의 여러 가지 공법을 배 
웠고，1972년에는 장백산(長白 山:백두산)에 

서 내려온 대도(* 道)의 스승 진도자{眞道子) 
로부터 내수공(內修功)을 배웠는데，이때 심 

성(心性) 수련을 받았고 이른바 ‘주의식(主意 
識)’ 을 끌어내는 완성의 경지를 이뤘다고 한 
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리홍즈 
는 보통사람에 불과하다. I960년부터 1969년 
까지 지린성 창춘(長春)시의 주장루(珠江路) 
소학교를 마치고 제4중학교를 졸업했다.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지린성 한 부대의 군 
인으로 있었고, 1978년부터 1982년까지는 군 
부대 초대소(招待所)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창춘시의 량여우공 
사(粮油公司: 식량과 기름을 저장해 놓는 회 
사)의 보위과(保衛科)에서 근무했다. 그는 

1988년부터 기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991 
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기공 활동만 했으며， 
199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파룬궁을 전파하 
기 시작했다고 한다.

리홍즈의 제자들이 그에게 신통력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을 때，리홍즈는 ‘*나는 그런 능 

력이 없는데 나에게 시범을 보이라니. 내가 
원승이냐?” 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또한 리 
홍즈는 미 타임지(8월 2일)와의 기자회견에 

서도, ‘'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며，파룬궁 
은 기공의 일종일 뿐 사교집단이 아니다:라 
고 말했다. 그러나 파룬궁 시위 사건 이후 전 
세계에 리홍즈의 이름이 알려졌고그는 더이 
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 
의 지명 수배자가 되어 다시는 보통사람으로 
돌이올 수도 없게 되었다.

파룬궁, 기공인가? 사교인가?

파룬궁은 중국 기공의 일파이며，기공에 불교 
의 참선，윤회사상과 도교의 사상 몇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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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시켜 만든 것이다. 일반 기 
공과 다른 점은 경전(經典)이 
있고，종교적 색채를 띤다는 점 
이다. 리홍즈는 “진실하고 선량 

한 인품을 닦으면서 참고 사는 
것이 인간의 덕성을 높이고 건 
강을 유지하는 길” 이라며 진 
(眞) • 선(善) • 인(忍)의 세 덕목 
을 강조한다. 이같은 종교적 요 
소를 바탕으로, 특히 소외계층 
을 중심으로 활동한 결과 7년 
동안 추종자가 1억 명에 이르는 
엄청난 세 력으로 확장해갔던 것이다.

파룬궁의 ‘진’ 은 도가의 ‘진(眞)’ 과같은 
차원이고，‘선’ 은불가의 ‘자비(慈悲)’ 와같 
은 것이 며，‘인’ 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차 
원높은 •마음공부’ 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대 
도(大道)’ 의 가르침 이라고 리홍즈는 강조한 
다. 진，선，인을 동시에 수련하면 결국 우주 
와 동화된다는 것이다. 진, 선, 인은 다른 종 
교에서도 중시하는 도덕적 가치이다. 그러나 
파룬궁이 내세우는 그것은 사람들을 현혹하 
고 기만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고 중국 당 
국은 주장하고 있다.

리홍즈의 말을 빌리면，파룬궁은 1984년부 
터 사부(師父)들의 지도와 자신이 오랫동안 
갈고 닦아 온 대법을 결합해 대중이 수련하기 
쉽게 만든 독창적 공법(功法)이다. 그러나 중 
국 당국에 의하면 리홍즈가 기공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1988년으로，당시 중국 사회에 
불어닥친 기공 열풍 속에 ‘선밀공(禪密功)’ 과 
‘구궁팔괘공(九宮八卦功)’ 을 익혔고，그가 태 

국에 갔을 때 보았던 다른 무도(舞蹈) 동작을 
결합해 파룬궁을 만들었다고 한다.

리홍즈는 “기 (氣)란 우주의 이치에 따라 흐 
르는 것이므로 자연스런 호홉으로 우주의 리 

듬에 맞추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수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러한 이치를 다섯 가

홍콩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신화통신사 앞에서 중국의 파B따파 회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 동작으로 엮어냈다. 그러나 리의 이런 주 
장과 행동은 대부분의 기공단체와 지도자들 
의 반발에 부딪쳤고，그는 마침내 기공단체에 
서 탈퇴하여 ‘파룬따파연구희(法輪*法硏究 
會)’ 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그 
는 파룬궁의 이론체계를 ‘파룬따파(法輪大 
法)’ 라는 이름으로 정립했다. 이것은 불교의 
8만4천 법문(法文) 중 하나이지만 기존의 불 
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가장 높은 단계 
의 '불가기공(佛家氣功)’ 이라고 강조해 중국 
불교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파룬궁의 경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적은 
『中國法輪功』，『轉法輪』，『轉法輪 (二卷)』，『法 
輪ᄎ法義解』，『神通*法  - 李洪志和 中 國法輪 
功』둥을 비롯하여 많은 책이 있으며，이 외 에 
도 녹음 테 이프와 비 디오 테 이프，VCD가 나 

와있다. 현재 이 책들과 테 이프는 중국에서 
출판과 보급이 금지되어 있지만 홍콩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리홍즈가 자신은 세속적인 것 
을 초월한 ‘최고의 부처’ 라고 선전하면서，다 
른 한편으로는 금전에 유난히 탐욕스러워 파 
룬궁을 이용해 몇 년 안 되는 기간에 졸부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병을 고쳐준다고 유 
혹하여 신도들을 끌어들였는데，말로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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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서 그의 집에 ‘공덕상자(功德箱)’ 틀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암시를 주어 환자들 
이 공덕비(功德費)로 100위안(元) 이상을 바 

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리홍즈는 파 
룬궁 훈련반을 운영하면서，수련을 잘 하려 면 
반드시 책，녹음 테이i ,  비디오 테이프, VCD 
둥을 사야 한다며 한 세트 당 300위안에 팔았

리홍즈는 199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 
민을 가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아 
주주간(亞洲週刊)j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자 
신은 부자가 아니며 돈을 벌기 위해 파룬궁을 
전파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만약 자신이 
돈을 탐했다면 1억 명의 수련자들에게 1위안 
씩만 받아도 1억 위안은 벌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의 생활비는 원 
고료와 홍콩에 등록해 놓은 출판사에서 받고 
있으며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따룬궁의 이단사설과 해악
리홍즈는 파룬궁 수련을 하면 ‘천목(天 目)’ 이 
열린다고 주장한다. 천목은 ‘제3의 눈’ 으로, 
천목이 열리면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 
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천목이 열린 후에 
는 ‘요시(遙視)’ 가 나타나는데，요시는 천리 
밖의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파룬궁수련을통해 미래를볼수 있고우 
주와 동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파룬궁 
수련을하면 ‘특이공능(特異功能)’ 현상이나 
타나는데，특이공능으로 인체를 투시할 수 있 
고 환자의 상처 부위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게 
다가 공중부양(공중에 몸이 뜸)，공간이동(순 
간적으로 다른 장소로 몸이 이동함)，육체이 
탈(영과 육이 분리됨) 둥의 현상이 일어난다 

고 주장한다.
리홍즈는『전법륜(轉法輪)』에서，‘덕(德)’ 은 

일종의 횐색 물질이고, 그것과 대립되는 ‘업 
(業)’ 은 검은색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

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생에서 지은 ‘업’ 때문이라는 것이다. 리홍 
즈는 대법을 강론할 때 계속해서 사람들의 복 
부에 파룬(法輪)을 집어넣는다고 한다. 파룬 
이 정방향으로 돌면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흡 
수하여 몸의 각 부분으로 공급되어 몸이 세속 
을 초월하게 되고，파룬이 역방향으로 돌면 
에너지가 방출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돕는 

다고 한다. 또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파 

룬의 힘을 빌어 ‘덕’ 을 높이고，‘업’ 이 없어 
지도록 하는 것으로，수련을 하면 신체가 정 

화되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최후에는 
깨달음을 얻어 영혼이 죽지 않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고 주장한다.

리홍즈는『중국법륜공(中國法輪功)』이라는 
책에서，사람의 병을 조성하는 근본 원인은 
다른 공간에 하나의 영체(靈體)가 있기 때문 
인데，파룬궁으로 그 영체에 손을 써서 병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빼내어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병의 부위에 갓을 씌워 병이 다시 침 
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파룬궁 수 

련을 하면 검은 기운인 ‘업’ 이 빠져나가 병 이 
낫게 되고 건깅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 
를 받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 파룬궁을 수련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병원 
에 가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다 

가 죽거나 정신이상이 되어 자해，자살하고， 
주위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한다고 한다. 베 이 
징의 두 정신병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파 
룬궁 수련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1996년에 9명，1997년에 10명，1998년에 22명, 
1999년 상반기에 16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 당국의 조사에 의하 

며，파룬궁을 수련하다가 죽은 사람이 7월 28 
일까지 전국 30개 성(省)에서 743명에 이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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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홍즈는 자칭 구세주라고 주장했다 
고 한다. “과거 지구에는 몇 차례에 걸쳐 폭발 

이 있었는데，다음 지구 폭발은 내가 결정한 
다：’고 말하면서，자신만이 지구의 폭발을 막 

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며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k 이다. 그는 또 우주에 
는 지구 외에도 생명체가 있는 곳이 많이 있 

다며, 외계인이 인간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리홍즈가 수업할 때 녹 

음한 것을 책으로 만 든 『전법륜』을 수련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며，읽지 않으면 제자 

가 될 수 없고 수련해도 쓸모7} 없다고 믿고 
있다. 리의 제자 중 하나인 중국중앙기율 법 

규실 공무원인 왕여우휜(王友群)은 “위대한 

우주의 대법( * 法) 『전법륜』에서 논하는 말씀 
은 고금(古今) 이래 어느 나라의 어떠한 경전 

보다 귀중한 가치가 있다：’며，이 책을 공개 
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장쩌 

민 주석과 주릉지 총리에게 건의하기도 하였 
다 어떤 수련자는 “리홍즈가 자신에게 두 번 

째 생 명을 주었다:  고 간중했고, 또 다른 수련 
자는 “리흥즈의 글을 읽지 않으면 도에 이르 

지 못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리홍츠가 체계하정화 
들인 예수，석가모니，공자, 노자를 초월한다

고 믿고 있다. 즉 파룬궁은 단순한 기공단체 

가 아닌 하나의 종교체계이며, 리홍즈는 수련 

자들에게 단순히 사부獅父) 차원을 넘어 ‘사 

람이 아닌 큰 부처’ 요, ‘구세주 로 신격화 되 
고 있다. 리홍즈 자신은 파룬궁이 종교조직 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이미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신으로 믿고 있으며 파룬궁 

의 사상에 미혹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룬궁 발전의 주요 원인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는 약 1억 명으로, 일반 
시민이나 소외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 
분이 중노년층이지만 공산당원，퇴직한 정부 

고위관리, 고위층 부인，고급 엔지니어，군대 
간부，교수 등 지식인도 많이 있다. 어떤 성에 

서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공산당원 수가 1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계 
층의 사람들이 파룬궁을 따르고，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파룬궁이 발전한 원인은 다음과 같 

다.

첫째，급변하는 사회로 인한 중국인의 정신 
적 공허감때문이다. , ' u

7]]̂ ^ y|J '마화■

와 관리들의 심각한 부정부패 현상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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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공산당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 
게 했다. 공산당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이데 
올로기의 부재를 가져왔고，중국인들은 정신 
적인 공허와 좌절을 느끼게 되었다. 파룬궁 
은，한탕주의와 거짓, 부조리가 만연한 사회 
에 염중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은 파룬궁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고，교리 탐구와 기공 수련을 통해 진, 
선，인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서 쉽게 이 조 
직에 빠져든 것이다.

둘째，중국이 병원 치료비의 공비(公費) 제 
도를 없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 당 
국은 그동안 공비로 국민들의 병을 치료해주 
던 제도를 없애고，국민들 스스로 돈을 내고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건강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게 되었다는 것이 
다. 이런 상황에서 파룬궁 수련을 통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자 너도나도 파룬궁 수련에 
나서 게 되었다는 지적 이다. 즉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염원이 

파룬궁 발전을 부추겼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 
이다.

개혁 개방이 되기 전 중국인들은가난했지 
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았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 생활은 많이 윤택해졌지만, 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은 파룬궁으로 심성(心性)을 수련 

하면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파룬궁 수련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 
는 유일한 탈출구였기 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다.

넷째, 중국에 종교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중국인들이 종교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중국인들은 종교의 자유 없이 유물 

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다. 개혁개방 이후 
일부 종교가 정부의 통제 아래 승인되긴 했지 

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수련자들이 컴퓨터 통신망 등 최신 
장비를 이용해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 
이다.

4월 25일 1만5천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하루 만에 베이징의 중난하이 에 모일 수 있었 
던 것은 전화，인터넷，전자f 편，팩스, 핸드 
폰 둥을 이용해 쉽게 연락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이런 체계적인 연락망의 구축으로 수련 
자들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었고, 그것이 파 
룬궁발전의 뒷받침이 되었다고본다.

중국인들의 영적 갈급
리홍즈는 파룬궁이 종교조직，정치조직이 아 
닌 단순한 기공단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 
러나 그가 전파하고 있는 파룬궁은 엄 연히 종 

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예를 들면 천목，요 
시, 병 고침，특이공능, 지구폭발 등 초자연적 
이고 신비주의적인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이 
다. 흥미로운 사실은 파룬궁 수련을 통해 초 
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사람들이 초자 
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연락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이기인 전화，팩스，인터넷, 전자 
우편，핸드폰 등의 최신장비로 연락을 하고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번 4 • 25 중난하이에서의 파룬궁 시위사 
건과，7월 22일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금지 
조치로 우리는 중국 파룬궁의 실체를 어느 정 

도 알게 되었다. 중국 내에 파룬궁 추종지들 
이 7년 만에 1억 명에 이를 정도로 확산되었 
다는 것은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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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게 했고，종교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 

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대 중국인들의 
종교적 태도가 어떠한지를 더욱 잘 알게 되었 
다. 오랜 기간 동안 무신론 환경에 살아오면 
서 종교에 대한 경험이나종교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현대 중국인들은，종교에 대해 
무지하여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능력이 없는 것이다.

시사주간지『아주주간』의 한 기자는，파룬 
궁 현상은 중국이 종교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 
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말한다.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에게 완 
전한 종교자유를 허락하고, 종교를 합법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파룬궁 사건을 통해 많 
은 중국인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방황하 
고 있으며，중국 정부의 부정부패로 공산당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고 정신적，영적 공허감

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중국인들이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절대적인 정신적 가치를 간절히 추구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정신적, 영적으로 갈급해 
하는 현대 중국인들에게 파룬궁 같은 신홍종 
교와 수많은 이단들이 접근하여 이단사설에 
빠뜨리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다. 중국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는 이때 어 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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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관점에서 본
o 의 문제점

우리 사회에 기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무기관에서도 수련 바람이 불고 있다.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 기(氣)에 대한 관심이 매 
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기 사상에 근거한 전통적인 ‘양생술(養 

生術)1)’ 인 ‘기공’ (氣功)과 1단전호흡’ (丹田 
呼吸)에 대한 관심이 여러 해 전부터 고조되 
고 있다. 우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각 유파 
의 기 수련 도장이나 교실을 합하면 약 1천여 
곳에 이르며，기 수련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도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1996년 3 
월 기준). 국회를 비롯하여 정부의 여러 부처， 
기업，대학 등에 기 수련을 위한 기공 동아리 
들이 결성되어 있다. 기 수련 단체의 이름도 
다양해서 국선도(國仙道) , 기천도(氣天道) , 
태극기공(太極氣功)，익지공(益智功)，생기기 
공도(生氣氣空道)，단학선원(丹學仙院)，양생 
자율진동기공회(養生 自 律震動氣空會)，중국

1) 양생술: 중국에서 불로불사(不老不死)를 동경하여 신선(神仙)이 되기 위해 만든 방법을 말한다. 양생술은 일반적으로 벽곡(辟 

穀), 복이(服II) , 조식(調息), 도인(導引), 방중(房中) 등 다섯 분야로 나누어진다. 벽곡이란 생식을 의미하고, 복이는 초근목피나 
금속이나 암석류를 약재로 해서 만든 약을 마시는 것이다. 조식은 오늘날의 단전호홈을 말하고, 도인은 오늘날의 기공체조에 해당 

한다. 방중은 성교의 기술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기를 보존하여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불로장생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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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회(中國氣空協會) , 운기협회 (雲氣協 
會)，생활천도선법회(生活天道仙法會) , 그리 
고 최근 중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파룬궁(法 
輪功) 등 굉장히 많은 유파가 각기 나름대로 
의 공법 (功法)으로 지도하고 있다.

기 바람이 교회 밖에서만 불고 있는 것은 아 
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건강의 중진과 심신 
의 수련을 위해서 기공체조나 단전호흡 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러한 수 

련법이 수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가 건강，심신의 수련이라는 측면 

에서 많은 붐을 타고 있지만，기 수련 단체들 
중에는 겉으로는 건강을 도모하는 단체로 보 
이나 종교화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단체의 설 

립자를 우상화하는 곳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일어났던 파룬궁 사태는 바로 이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를 다룸에 있어서 성경적 
관점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 
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의 사상 
에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와 영향력，인간의 
반역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 
다음에 건전한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기 관님의 발생과 변천
기 개념의 원형은 은대(殷代) 갑골복사(甲骨 
卜 辭)에서 보이는 ‘풍’ (風)과 '토’ (土)에서 찾 

을 수 있다. 고대 중국, 즉 은대(B .C . 1700- 
1100) 사람들은 바람과 구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비가 농경사회의 생산력에 결 
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구름을 몰고 와서 비 
를 내리게 하는 바람은 생명력의 근원으로 생 
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풍신’ (風神)에게 
동물의 희생제물을 바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의식을 치르었다.

한편 대지는 곡물이 생육되는 곳이며 생명 
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은대' 자람들은■■토 
지에는 토지의 신령한 영이 존재한다고 생각

했다. 따라서 ‘토’ 에 대한 제사에도 역시 희 
생을 태워 연기를 올리는 요제(僚祭)가 드려 
졌다.

이처럼 ‘풍’ 과 ‘토’ 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 
오는 생명력의 근원으로 기 개념의 원형이라 
고 할 수 있다. ‘풍’ 과 ‘토’ 는 각각 양기(陽 
氣)와 음기(陰氣)를 대변하고,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대변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기의 감응(感應)이라는 개념이나 음 

기와 양기의 합일(合一) 등의 개념은 천신(天 
神)과 지신(地神)의 성적합일을 상징하는 것 
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알 
신앙의 전형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기의 개념은 발생론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 
에 대한 정 령숭배 시상에서 유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의 정령에 대한 
신앙이 인간을 중심으로 만물을 성립시키는 
‘생명력’ 의 개념으로 전화된 것이 바로 기이 

다.

단전호音과 기공
풍신(風神)이 천기(天氣)의 개념으로，토(土) 
의 정령이 지기(地氣)의 개념으로 발전해 갔 
다면 이제 인기(人氣)의 문제가 남아 있다. 사- 
람은 천지(天地) 간의 기를 호흡하여 신체 내 
에 기를 충만케 한다는 관념이 생겨났다. 호 
흡의 정지는곧 생명의 끝이기 때문에 생명력 
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호흡은 천지간 
의 기，특히 풍의 출입과 유사한 관계 에 있다 
고 여겨졌다. 인기와 천기，지기는 동일하다 
는 사고가 정착되어서 인간을 만물의 하나로 
간주하고，사람도 만물과 마찬가지로 기를 구 
성요소로 한다는 사고가 정착된다.

신체 내에 기를 층만케 하기 위해 개발된 것 
이 바로 단전호흡과 기공이다. 더욱이 이것은 
기 개념과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추구하는 

"도교적"개담s 'p 결합한까쟁술의'분®^로저-건-  
강, 심신의 수련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의 폭발

o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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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의 중국인들은 기 
가 만물의 근원이며 생기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몸 안에 기를 쌓으면 생체 에 
너지를 강화해서 불로장생하고 나아•가서 불 
사의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단전호흡이란 인체 내부의 단전에 기를 쌓 
는 호흡법 이다. 단전호흡은 심호흡이나 복식 
호흡과는 다르다. 심호흡이나 복식호흡은 일 
반 은총적인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마•음을 
안정시켜 주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면 
이 있다. 그러나 단전호흡은 심호홉이나 복 
식호흡의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 의지(意志) 
가 들어간 것이다. 즉 기를 전제로 하여 흡입 
하고，단전에까지 기를 끌어내리고, 몸 속에

서

\ \v

기를 돌리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그러 
한 관념을 가지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 
자면 기를 움직이는 것4  인간의 집중 

된 의식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 전문 
가들은 기를 의식에너지라고 말한 

다. 이러한 생각은 정신이 물질 
을 움직일 수 있다는 초능력 

옹호의 사고로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공의 문 

제점을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 

겠다.

단전호흡으로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뿐 

해지는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도 꽤 있다. 그 
것은 우선 단전호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심호 
흡과 복식호흡의 효과 때문이고，또 세상사의 
근심을 잊어버 리고 호홉 둥에 집중했기 때문 
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뿐이다. 단전호흡에 
는 심호홉, 복식호흡적 요소에서 오는 부분적 
인 효과와 함께 신인합일(神ᄉ合一)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단전 

호흡은 대 ᄏ 의  기와 소우주의 기가 서로 소 
통하고 순환한다는 ‘우주와의 합일’ 이라는 
범신론적 신비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신인 
합일 사상은 다름 아닌 ‘인간이 곧 하나남 이 
라는 사단의 가르침(창 3 :4 ~ 5 )이다. 따라서 
단전호흡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수행법 이상 
의 범신론적 세계관을 그 밑바닥에 깔고 있 
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의도하였든 간 

에 사단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것을 실천하 
였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 
하는 것은 자기 본위적인 안일한 생각이다. 
사단은 알곡과 가라•지를 섞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 판매하 
는 전략을 선호한다.

동양의 수행법의 특징은 항상 혼이나 육의 
차원에서 출발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하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전적으로 잘 
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 
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도 일반 은 
총적 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양적 수 
행법은 단지 이 방법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그 영이 죽 
었기 때문에 영에서 출발할 수 없다. 동양적 
수행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영 
을 살릴 수 있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단지 
혼과 육의 차원에서만 할 수 있다.

기독교의 묵상법은 인간의 영이 거듭남으 
로써 시작된다. 인간의 영은 죄로 인하여 막 
히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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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혼，즉 지 • 정 • 의는 을바른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안정을 누리게 되며, 나아가서 
육체도 평안하게 된다. 반면 혼이나 육의 차 
원을 조작해서 오는 평안이나 안정된 뇌파의 
상태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금방 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오는 뇌파의 안정된 상태는 환경에 의해서 쉽 
게 깨어지지 않는다.

기공이란 특정한 몸의 동작이나 자세 그리 
고 의식을 통해 몸에 기의 치료를 경험하고 
더 나미가서는 초자연적인 특이공능’ (特異 
功能)2)을 획득하는 것이다. 기공은 ‘기’ 와 
‘공’ 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련자들의 몸 안에 

운행하는 것이 기’ 이고，수련으로 얻어지는 
특이공능이 ‘공’ 이다. ‘기’ 를 연마해서 결과 
로 주어지는 것이 ‘공’ 인 것이다. 오랫동안 
수련한사람들에대해 ‘공력’ (功力)이높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 기공이 성경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 
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기공의 문제S
기공체조가 단순히 육체를 움직이는 체조와 
다른 점은 집중된 의식으로 기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다. 기공체조는 단순히 육 
체의 움직임을 통해 건강을 중진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주와의 합일을 통한 생체 에너지의 
중대를 전제로 하는 조신법(調身法)의 일종 
이다. 어떤 사물이나 호홉 등에 집중된 의식 
은 ‘변성의삭 (trance)을 가져온다. 즉 변성의 
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의식의 집 
중으로 시작하여 점차 인식대상과의 합일，즉 

주객합일을 통해 결국 인식주관이 자기 정체 
성을 상실해야 하는 것이다.

변성의식 상태는 최면술이나 샤머니즘의 
황홀경，그리고 범신론적 신비주의에서 공통

£ 교 嫌 빠
특이공능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공중부양.

적으로 나타나는 삼매경, 무아경，몰아경 등 

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이러한 변성의식 
상태는 다른 말로는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변성의 

식 상태에서 신접함으로써 정령의 도움을 받 
아 주술과 마술적 행위를 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공수련자들이 말하는 초자연적 인 
특이공능 역시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 
야 한다. 변성의 식 상태는 일종의 무의식 상 
태이며，기공이나 초능력 전문가들이 말하는 
알파( 타，혹은 쎄타(하 파의 뇌파상태이다. 범 
신론적 신비주의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인 
합일(神A 合一), 주객합일(主客合ᅳ)，천인합 
일(天 A 合一) 등의 말로 표현하며 최고의 경 
지로 간주한다. 이러한 무의식 상태는 자기

2) 특이공능: 오랫동안 기를 연마해서 얻어지는 초능력으로서, 여기에는 육체와 혼이 분리되는 육체이탈,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순 
식간에 갈 수 있는 공간이동, 신체를 공중 뜨게 할 수있는 공중부양, 사람과 사물의 내부를 볼 수 있는 투시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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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데, 이것이 곧 귀신들림의 상태，신접(神接)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초능력 추구자들은 요가나 기공과 같은 수 
행을 통해서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신적인 
능력이 개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사악한 영의 능력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다. 초능력은 불교，요가，기공 
둥 범신론적 신비주의 에서 언제나 따라 다니 
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범신론적 신비주의에 
서 인간은 우주의 궁극자이며 초능력은 ‘인 
간이 곧 신’ 임을 입중해 주는 표시가 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범신론적 신비주의에 

서 나타나는 초자연적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

도 아니고，인간 

에게 잠재되어 있 
는 어떤 힘도 아 
니며,̂ }단으로부 

터 온 것임을 알 
아야 한다.

인간의 무의식 

은 영적 전쟁의 
각축장이다. 무의 
식은 중립적이어 
서 하나님이 활용 
하실 수도 있고, 
사단이활용할 수 

도 있다. 무의식 상태는 무인격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 
를 맺기에 가장 좋은 상태이다. 그러나 하나 
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므 
로 무의식적 황홀경의 상태로 빠뜨리시는 것 
을 즐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하 

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생수와 같이 솟 
아오르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기공 사상에서 기를 에너지로 규정하는 것 
은 무신론적 사고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기 
사상에서는 무(無)에서 유(有)가 창조된다고 
하는 식의 유신론적 사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은 우주의 신비를 숭배하고 시•실(事實) 
과 자신의 체험을 믿는다. 그러나 비록 그들 

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은 이미 악령과 우상을 섬 기고 있는 셈이다.

기공 시상은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신의 창 
조와 주권적 섭 리행위를 배제하며 자연은 단 
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서 순환론적으로 움직 
일 뿐，어떤 초월적인 신에 의해서 목적론적 
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인간 역시 우주

파
룬
궁
의 

실
체
와 

중
국
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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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분으로서 유기적 전체에 역행하는 삶 
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은 우주의 궁극적 
인 기의 질서, 즉 우주 에너지의 질서에 자기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기공 수련자들의 인생관은 다분 
히 숙명론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으며 자연의 순 
리에 따르는 길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기공 사상은 인간에 내재한 궁극자인 기가 
우주의 궁극자인 기와 동일화될 때 인간은 완 
성되며 궁극적인 존재로서의 자각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 

사상이 ‘인간이 곧 하나님’ 임을 주장하는 사 
단의 가르침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공 사상은 생명의 근원이나 마지막 종착 
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단지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장생불사(長生不 
死)이다. 성경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 

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가 
르친다. 기공이 지향히는 목표는 현세기복적 
이며, 영적 도덕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

맺는 말
기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 사이에는 엄청 
난 차이가 있다. 기라는 개념은 워낙 오랜 세 
월동안 범신론의 영광을 위해서 종사해 온 오 
염된 개념이다.

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이나 행위의 수 
용여부를 위해서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는 임상적 경험성과 자연과학적 재 
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조건 
과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면 누가 하 
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재현성이 없다면 그것은 의학이나 과학 
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지극히 주관 
적인 체험이며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 
다. 둘째는 기를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조작 
하는 행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집중

기의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는 사단의 속임수이다.

된 의식의 조작 행위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의 
식으로 물질을 조정하는 것이고，곧바로 변성 
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 
성의식은 정체성의 상실을 동반한 신인합일 
론적 범신론을 전제한다. 셋째는 외기(外氣) 
를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주입해서 생명력 
을 보강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생체에너지의 
보강법 이 아니며, 역시 변성의식 상태에 빠지 
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귀신의 침입 
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공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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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과 
정

양요셉

따 a  궁에 심취한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파룬궁(法輪功)’ 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때 
는 1993년이었다. 대학 시절 방학을 맞아 집 
에 갔더니, 어머니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파 
룬궁을 소개받고서는, 이는 건강에 유익할 

뿐 아니라 여러 특별한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머니는 인내심이 부 
족한 분이라 기공(氣功)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자신의 주장이 약한 
탓에 남의 말을 들으면 쉽게 영향을 받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만성병 때문에 여러 기공들 
을 시도해보셨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나도 어머니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유행처 럼 금방 지나가겠거니 생각했다.

학교로 돌아간 후 계속 어머니의 편지를 통 
해 어 머니가 동료들과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 
서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전문적인 지도자 밑에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었고 어머니 자신에게도 약간의 효 
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예를 들어 정신이 맑 
아지고 건강도 좋아졌다는 것이다. 나는 조금 

씩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나의 기 
독교 신앙은 매우 어 리고 연약했으며，기공에

대해 연구할 여유도 없었다. 파룬궁을 하나의 
신앙이나 종교라기보다 그저 단순한 운동이 
라고 여겼을 뿐，마귀의 역사(役事)와 연관지 

어 생각하지는 않았다. 부모님은 여전히 나의 
신앙을 반대했으며，나는 7 ]족들과 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같 
이 대학을 다니던 여동생도 이 소식을 들었 
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이에 대해 °ᅵ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녀 
는 어머니가 좀 미신적일 뿐이며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 

다.
대학을 졸업한 그 해，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라고 권하기시작하셨다. 어 
머니에 의하면 파룬궁 교주가 모든 신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파룬(法輪)을 상징하 
는 배지를 달면 위험한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를 믿지는 않으셨 
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배지를 옷에 달고 다니 
셨다. 그 후 언젠가 한 번，아버지가 호텔의 욕 

실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어머니가 이 일은 분명 파룬궁의 효 
과라고 주장하시자 아버지도 반신반의(半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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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疑)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어머니가 참석 
하는 소그룹은 대부분 같은 직장의 여성 신도 
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다행히 아버지는 
그들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셨다.

여름방학 때 집에 내려갔는데 어머니는 계 
속해서 나에게 리홍즈의 ‘경서(經書)’ 를 읽으 
라고 권하셨다. 어머니와 변론할 때면 그녀는 
내게 교주를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보통 사람의 지혜로는 파룬궁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며 단지 높은 차원에 들어간 사람 

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속해 
있던 소그룹은 매 주 몇 번 정기모임을 가졌 
고,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 매일 아침 단체 

수련도 하였다. 어머니는 항상 일찍 일어나서 
수련한 후 우리를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였 
다. 그리고 저녁에도 한 두 시간씩 책상다리 
를 한 채 열심히 수련하였다. 어두움 속에 앉 

아 계신 어머니를 봤을 때, 나를 낳으신 어머 
니 였지만 너무나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 해 가을 여동생 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 
했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감사하게도 여등 
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성경공부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듬해 여름 동생은 세례를 
받았다. 나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 
우리 집 네 식구 중에 크리스천이 두 명이나 
되니 가정 복음화도 멀지 않다고 생각했다. 
내가 중국을 떠날 때 동생에게 많은 신앙서 
적과 테이프를 남겨 주었고，나는 동생이 그 
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리라 믿었다.

여동생의 변화, 그리고 절방
O국에 온지 4개월 째 되던 어느 날，중국에서 
어머니가 보낸 첫 편지가 도착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뜯어 본 편지에는 매우 충격적 
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동생이 기독교 신 
앙을 포기하고 크리스천에서 파룬궁 신자가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어머다든 나에게도■찰 
생각해보라고 권하시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여동생도 편지를 보내어 자기의 변화를 설명 
했다. 그녀는 겨울방학 때 집에 내려가기 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많 
은 신앙서 적을 가지고 내 려갔다. 그러나 어 머 
니의 제의로 파룬궁의 경서를 읽은 후 강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동생의 말에 의하면, 
이제 우주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한 기쁨 
과 더 이상 외로워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는 
안정감으로 인해 울고 또 울었다는 것이다. 
여동생은 이제 파룬궁 신도가 되어 열심히 전 
도하기로 결심했다고 썼다. 이 편지를 보는 
순간 눈이 흐릿해지면서 커다란 허탈감을 느 
꼈다. 이 일은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한 동안 쓰리고 아픈 가슴을 안고 생활해야 

했다. 나의 절망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지 못 
한 채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계속하여 묻기만 하였다.

어머니나 여동생은 나의 신앙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는 서 
양의 종교요 백인의 종교라서 파룬궁과 비교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들이 파룬궁 신도가 된 것은 특별한 ‘인 
연(因緣)’ 이라는 믿음이 가득했으며，나에게 
도 이 인연을 얻게 하려고 쉬지 않고 노력하 
였다. 어머니는 비싼 비용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집할 수 있는 모든 파룬궁 경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셨다. 나의 책꽂이의 한 층을 채운 많 
은 책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서 적을 집으로 보낼 수 없다는 현 

실이 나를 더욱 절망케 했다. 아버지는 파룬 
궁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며 나에게 신자가 되 
라고 권하는 의도도 없으시다. 그러나 그도 
분명히 파룬궁 신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화 중 아버지의 심장 상태를 물었 
는데，이제 파룬궁을수련해서 o}무런 걱정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는 당황해저•할"말을 잊었다.

그 후 어머니와 여동생은 편지를 통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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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파룬궁을 전하고자 했다. 자신의 변화 
와 만족을 나누고 교주의 글을 인용하기도 했 
다. 여동생은 자주 인터넷을 이용해서 최신의 
경서를 보내주었다. 이를 통해 나도 중국에서 
파룬궁 세력의 급성장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친구，동료에게 했던 전도는 매우 성공적이었 

다. 여동생의 남편도 그녀의 영향을 받아 착 
실한 파룬궁 신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늘 걱정했다. 나는 편지 가운데 기 
독교 신앙의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했으나, 닫 

혀 있는 그들의 마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 
^ 다.

올해 4월 하순，TV와 신문을 통해 중국의 
약 1만 명의 파룬궁 신도들이 베이징(北京)에 

모여 연좌시위한 사건의 보도를 봤다. 그리고 
7월，예상대로 중국 정부는 철저히 파룬궁을 
단속하고 교주를 지명수배하라는 명령을 내 
렸다. 이어서 전국적으로 파룬궁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많은 파룬궁 지 
도자들이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 
족，특히 임신 중인 여동생이 많이 걱정되었 
다. 드디어 여동생으로부터 전자우편이 왔다. 
그녀는 지금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에 의해 
조사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동생은 과거의 행동을 시인했지만，파룬궁을 
수련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시 
인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파룬궁의 진(眞), 선 
(善), 인(忍>은: 진리라고 생각하며 이 ‘거룩한 
진리’ 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겁이 많고 남과 싸울 줄도 모 
르던 여동생의 입 에서 이 런 말이 나왔다는 사 
실을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내 가 
족을 걱정하기보다는 왜 그들이 파룬궁에 빠 
져들었는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식인을 끌어당기는 파룬궁의 마력
어머니나 아버지는 처음에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신 것 같다. 일 
반 기공보다 빠른 효과와 함께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머니의 관심을 사로잡았 
다. 물론 교주의 약속과 주변 수련자들의 간 

중도 강한 심리적 암시를 주었다. 그리고 수 
련 소그룹 속에서 나이와 배경이 비슷한 신도 
들이 모이는 것도 그들에게 중요한 동기가 되 
었다. 직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던 동료 
가 이제 직분이나 권위를 떠나 인연(因緣)있 
는 신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새로 
맺어진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교주를 향한 충 
성과 대법(大法)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이다. 
진, 선，인을 외치는 그들은 자신들을 현대 사 
회의 성자(聖者)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파 
룬궁의 제자라는 신분을 매우 자랑스러워하 
고, 열심히 수련하는 모습으로 인해 다른 신 
도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파룬궁 신도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벗 
어난 교주의 교훈을 믿는 것도, 자신들이 범 

인(凡A )이 아닌 우주적 대법(ᄎ法)의 제자라 
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주의 가르침 
에 의하면 그들은 장차 극락세계에 가서 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학이론이나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교주의 말 
씀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이것이 그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방어 무기인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석사과정 학생을 
가르치시는 과학자이며 두 분의 직장도 매우 
수준 높은 연구기관이다. 그런데 부모님과 그 
들의 직장 동료 같은 많은 지식인들이 파룬궁 
에 심취한다는 점은，파룬궁이 단순한 신체수 
련이나 운동이 아니라 하나위 체계적인 신앙 
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나는 파룬궁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 속에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발견했다. 간단한 도덕 
교훈 외에 우주와 생명에 대한 해석도 있는데 
현대 물리학을 배운 사람에게 그 내용은 황당 
무계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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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의 많은동 
료들은 이미 정신적 이데올로기의 상실을 경 
험했으며, 이제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절 

대적인 가치와 권위를 추구하고 있다. 파룬궁 
교주의 선전과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신이 
라고 암시하는 이론이 바로 이런 욕구를 충족 

시킨 것이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는，서양의 종교라는 인식과 정신적 만족 
대신 헌신을 요구하는 기독교의 특징 때문이 
다. 그들은 이 세상이 죄가 가득 찬 세계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한 
다. 십자가에 죽으신 ‘연약한’ 예수도그들에 
게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동생의 경우는 비록 크리스천이었지만 
신앙이 약했고 자신의 삶에서 진리를 실천하 
지 못했다. 단지 머리로만 기독교 신앙을 이 
해했을 뿐，자신의 삶과 마음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또 
한 여동생은 늘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을 갈 
망하고 있었는데，그녀의 이러한 욕구를 채워 
주는 약속과 실제 효과가 있는 파룬궁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실 여동생은 대학원생 
이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 
았었다.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파룬궁의 
교리는 천박하고 유치하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중국인의 정서 에 맞는 쉬운 표현과 우주 
와 생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삶의 해답을 
찾고 있던 여동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어머니의 열성적인 권유도큰 역할을 했 
다. 그때 주위 에서 도외주는 크리스천도 없었 
기에 여동생의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큰 압력이었다. 당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여동생이 오히려 지금은 파룬 
궁을 진리라 굳게 믿고 기회만 있으면 동창들 
이나 동료들에게 열심히 전도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영향을 받아 파룬궁 신도가 

되었다.

진리를 익해 싸우는 기도
파룬궁으로 인해 평화와 기쁨을 잃은 나의 가 

정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울 
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말씀을 들어도 잘 
깨어지지 않는 세상，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쉽게 넘어지는 신자들，이제 우리 사는 세상 
은 분명 위기 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 
이 든다. 이러한 때 가장 우선적인 대안은 능 

력의 주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일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진 
리를 위하여 싸우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중국 대륙에 파룬궁 신도들의 
숫자가 8천만 명 이 넘는다고 한다. 중국 교회 

. 전체를 동원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의 
중보기도가 매우 절실하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아래에 적으며 하나님 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자 한다.
1. 파E 궁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와 어두운 세력을 에 

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깨뜨리고 거짓 능력과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2. 정신적 공황기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중국인, 특히 젊 
은이들과 지식인들이 파g 궁이나 다른 거짓 신앙에 유 
혹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 중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진리로 무장되어 이 시대의 
우상과 악한 조류에 대항하고 반격할 수 있도록 기도 
합시다.

H P ’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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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중국공산당의 
I 파룬궁탄압원인과
I 중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선
5 1  싱 彻 福 增 )

1999년 4월 말 1만여 명에 이르는 파룬궁 수 
련자들이 베이징(北京)의 중난하이(中南海) 
에 집결하여 시위를 가진 후，중국 당국과 파 
룬궁 간의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에 달했다.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1억 명 에 이르는 회 
원을 가진 파룬궁을 과연 소탕할 수 있을지 에 
대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4 • 25 이후 리흥즈(李洪 

志)와 파룬따파 회원들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 
해 국내외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 

다. 한편，관방 언론매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은 보도를 자제하다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즉 
무신론 선전을 제창하면서，파룬궁이 봉건 미 
신이며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사건이 발 
전됨에 따라 당국 역시 파룬궁을 용인할 수 

없으며, 그 태도와 입장은 도저히 합법화될 
수 없음을 재차 설명했다.

入1실 중국 딩국과 파룬궁과의 긴장관계는 
이미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측의 
충돌이 가시화되면서，점차 당국은 파룬궁의

중난하이로 들어가려는 수련자들을 검문, 저지하는 중국 공안.

중국 정부와 따룬궁
1999년 7월 22일 중국 민정부(民政部)는 정식으로 
파룬따파연구회(法輪* 法硏究會)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파룬궁(法輪功) 조직을 불법단체로 규 
정했다. 같은 날 중국 공안부는 파룬따파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전국적으 
로 파룬다파의 활동에 대한 진압이 전개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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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발전을 점차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 
다. 확실히 파룬궁은 건강중진을 위한 일반 
기공의 범위를 초월한 듯이 보였다. 이는 결 
국 정부 당국으호 하여금 파룬궁의 활동을 가 
까이서 주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 
고 4 • 25 사건을 전후하여 보여진 파룬궁 회 
원들의 엄청난 동원력 과시는 가뜩이나 민감 
해진 당국의 신경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국 
가안전을 수호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중국 당 
국은 마침내 엄중한 방법으로 파룬궁과의 대 
림을 처리하였다.

당국의 따룬궁 탄압 원인
중국 공산당 중앙통전부( 中央通戰部) 부장 
왕짜오귀(王兆國)는 7월 23일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無黨派) 인사들에게 중앙 정책을 전 
달하면서，파룬궁의 정치 투쟁을“1989년 6 •
4 천안문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사건” 이 
라고 표현하였다. 이처 럼 중국 공산당의 파룬 
궁에 대한 비판과 진압은 6 • 4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기세가 높았던 사건임은 의심할 나 
위가 없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이처 럼 대규모로 파 
룬궁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정부에 
의하면 피룬따파 연구회의 죄상은 등록하지 
않고 불법활동을 한 점，미신사설을 전파한 

점，군중을 기만하고 이단적인 선동으로 각종 
사고를 일으킨 점, 사회안정을 파괴한 점 둥 
이다. 우리는 파룬궁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로 
부터 정부가 파룬궁을 금지하는 이유를 정치， 
사회，도덕 , 그리고 종교의 네 가지 방면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원인의 배 
후에는 정치 내지 사회안정이 가장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하고 있다.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 금지가 선포된 후 라 
디오，텔레비전，신문，인터넷 등 국내의 모든 
매체들이 총동원되어 파룬궁의 질체를 말라 • 
는 데 열을 올렸다. 각계 인사들과 기관단체

들이 줄지어 나와 말과 글을 통해 파룬궁을 성토하면서 
그것의 비과학성을 지적하였다. 그 중 적지 않은 사람들 
이 리홍즈에 대한 수련자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에 비판의 

초점올 맞추었고，수많은 실례를 들어 파룬궁을 신봉하다 
가 파멸로 빠져든 경우를 다루었다. 결국은 이를 통해 파 
룬궁이 군중을 기만하고 심지어는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중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 원인의 사회 도덕적 측면이다.

그밖에도 파룬궁의 전면적 소탕을 위해 당국은 정치 성 
향 내지 조직적 측면에서 파문궁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였 
다. 정부의 조사와 이미 파룬궁과 결별한 과거 파룬궁 열 
성분자의 보고를 통해，파룬따파 연구회 배후의 정치적 

야심을 폭로하고 있다. 특별히 리홍즈 둥이 여러 차례 파 
룬궁이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발하 
고 있고，더 나마•가서 파룬궁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소멸 

시켰다. 이것은 정치적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차원에서，관방 언론은 전면적으로 

파룬따파 배후에 있는 허위사설을 폭로했다. 여기 에는 신 
비주의 우주론，생명기원 신창조설，생로병사 숙명론，세 
계 종말론，정부 무용론 등이 포함된다.
이처 럼 중국 당국이 맹렬한 기세로 각종 매체를 통해 파 

룬궁을 비판한 것은 그 규모로 볼 때 확실히 6 . 4 이후 보 
기 드문 일이다. 사실 어떤 방면에서 파룬궁은 근래 발생 

하여 주목을 끌었던 빼이리왕(被立또)이나 주신교(主神 
敎) 등과 같은 사교조직과 유사한 죄상으로 폭로되어 소 
탕되었다. 중국 정부가 빼이리왕과 주신교를 소탕할 때 
역시 적지 않은 여론의 힘을 발동시켰다. 그러나 비판적 
성토 언급의 범위와 심도를 고려할 때 파룬궁은 일반적인 
사교(邪敎)의 영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많은 평론들은 중국 당국이 이와 같이 대규모로 파룬궁 
을 진압하는 원인을 리홍즈가 전 세계의 수련자가 1억이 
넘는다고 거듭 밝혔던 시실처럼，중국 대륙만 따져도 파 

룬궁 수련자들의 숫자가 6천만 중국 공산당원보다 훨씬 
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파룬궁이 
중국 당국에 위협적인 이유는 단순히 중가되는 인원 수 
뿐만 아니라，이들 수련자의 배경과 성분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

일반 농촌 지 역 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교와 파룬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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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은，사교의 구성원이 주로 농촌의 문화 수 
준이 낮은 농민인데 반해，파룬궁 수련자들은 대 
다수가 도시민이며, 이 가운데에는 고급 지식인, 
군인，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딩국을 가장 경 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바로 당 지부 서 
기，청 (廳)，국(局) 심지어는 부(部)급의 관리이며, 
또 해방 이전 대장정(ᄎ長征)에 참여했던 노(老) 
홍군(紅軍)인 전 해방군총구병원장 리지화(李其 
華)까지 파룬궁의 수련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파룬궁 수련자인 이들 당원의 파룬궁에 대한 충성 
심은 당에 대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 
렬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분명 그들의 뇌 
리 뒤편으로 사라져버 린 것이다.

수련자들이 당과 파룬궁 중 하나를 택 일하는 문 
제는 확실히 중국 정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4 • 25 중난하이 시위’ 발생 이후，파룬 
궁 수련자 중 한 명인 왕여우천(王友群)은 5월 7일 
장쩌민(江澤民)에게 공개서신을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조금도 두려워함 없이 명백히 자신의 소 
속 단위(중국 공산당 중앙법률심사위원회 법규 
실)를 밝혔다. 왕은 파룬궁의 장점들을 거듭 밝히 
며，정부는 파룬궁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가 없으며，오히려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련 환경 
을 조성해줄 것’ 을 요구하였다. 각 방면에서 오는 
비판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으르는 물을 막을 •수 없으니 걸국에는 

동쪽으 로 훌러가는 「나룬따타를 수면하

는 자들운 조금도 강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S| 
려 배 이^  늘에나여 매일 끊임없이 중가향 것입 

니다. 앙으포 수많은 정1악각 장애물이 가5•막는 

다 하여도. 더욱 많은 사향들이 따운긍의 대얼에 

들어설 것이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영의

의지 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역사적 대세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중난하이 앞에서 시위를 벌 
였던 ‘4  ■ 25 사건’ 을 언급하며 왕여우쵠은 또 이 
렇게 말했다.

중낭하이를 장아갔던 목적은 이러찬 우주 

의 대^칙을  중국의 죄고 정책 정告에 

려 . 그들이 중국 °d인에게 더 않은 유익을 가 

져다주게 향이었4 •니다. 그틀 한 사현 사

앙은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령들이 그러향 행동을 하는 것은 분영 우I 
핑을 무•쓰는  것이며. 비7̂  ■대역무

도 직인이라는 손가탁질을 당한 수도 있다는 

것몰 질 ° in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냥 

하이에 가기 전 가족들에게 유언을 낭기기도 

했습니다. 종은 일을 하기 引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가 봅니다.' 우주의 

대진리를 널려 않러고자 평에, 개인의 생사 

가 워 그러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파룬궁 수련자인 또 다른 공산당원 역시 인 
터넷에 자신의 심정을 명백히 밝혔다.

우려 수면0그들은 일찍이 명에학 이익. 심지 

어 목含까지도 다 내 어 능 다 . nt ° i 중^에 

너 「나운긍을 수면하는 닥원들을 £ 두 ^약시 

키2 자 향다면. 나를 내쫓으면 H  것이다. 그 

러나 나더러 스스 로 하라2  향다면 나는 

질S  그적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나하면 중 

국공상^원의 기준 조건에 따르면 나는 어느 

V 、하나 부족현 업、̂  울륭향 ^원이기 때문 

이다.

위와 같이 밝힌 당원은 당 중앙에 진정서를 
보내서，파룬궁과 공산주의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면서，파룬궁이 공산주의보다 좋은 점 
들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점에서 살펴 
볼 때，그들의 파룬궁에 대한 충성심은 당에 

대한 그것을 이미 넘어섰음이 확실하다. 즉 
이 수련자들은 파룬따파가 ‘진리’ 임을 확고 
하게 믿고 있으므로，대법을 위해서는 순교라 
도 기꺼이 각오하고 있는 것이다. 파룬따파의 
종교성은 여기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이밖에 각 지방 관련기관들이 파룬궁 문제 
처리에 대한 토론을 벌일 때마다 대부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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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류가 빠르게 수련자들에게 누설되곤 했 

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파룬따파를 추종하 
고 있는 간부들의 소행 이다. 예를 들면 1998 
년 8월，광둥(廣東)성 성위원회 사무청에서 
내부 간행물을 발행하여，성 종교국이 제공한 
「우리 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룬궁’ 을 주 
의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파룬궁이 기공 
이라는 명목으로 미신과 재난 의식을 퍼뜨리 
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그후 며칠도 안 되어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이 내부 간행물이 알려 
졌다. 뿐만 아니라 성 직속 모 기관과 광저우 
(廣州)시 둥산(東山)구 모 기관 간부를 필두로 
네 명의 수련자가 서명한 항의서한이 성위원 
회 사무청 종합감사처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편지에서 파룬궁에 대해 왜곡보도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실을 해명하고，이에 따른 영향 
을 만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심지어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을 막론하고〈전법륜(車專 
法輪)>에서 제창한 ‘삼가는 마음(傷心性)’ ， 
그리고 진(眞)，선(善), 인(仁)으로 동화되는 

우주 특성의 진리를 방해하고 해친다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다.” 고까지 말했다. 그들은 더 
나사■가 성 종교국에 정정하는 글을 실을 것과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후 성위원회 
사무청이 조사한 결과，모 성의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가 내부 간행물을 외부로 누 
설한 사실이 밝혀졌다. 누설자가 조사를 받게 

되자，광저우 지역의 파룬 수련자들은 또 두 
차례에걸쳐 대규모로서명운동을 벌여항의 
하였다. 당국에서 볼 때 이는 의심할 여지없 
이 파룬궁이 당 정부기관 내에 침투하려는 음 
모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인민일보(人民 曰報)〉사 
설에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파룬궁이 당과 
‘군중 쟁탈전’ 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는 우리 일부 당 정부기관과 주요기 
관에 침입하여，당과정부에 맞서는 정치세력 
을 조성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파룬따파를

반대하는' 자，그들의 위험을 폭로하는 자가 있으면 무턱 
대고 비난하고 공격하며，언론기관을 공격한다. 당 정부 
기관을 소란스럽게 민들고 나사가 불법적인 대규모 단체 
활동을 벌이며，당V 정부에 압력을가하는 시위를 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 중 1/3 이 
상이 공산당원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 통계에 의해 현재 
전국에 2백만 명 가량의 수련자가있다고 했을 때 그 중 

당원 수는 육십여 만 명이 되는 것이다(쓰촨(四川)성에만 
파룬궁 수련하는 당원이 1만 3천 명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7월 22일 민정부가 파룬따파연구회 
를 단속하기 에 앞서 7월 19일 중앙정부가「공산당원은 파 
룬궁을 수련해서는 안 된다.」는 통지를 내린 이유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통지문은“。J 부 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여 당의 이미지를손상시키고 있으며,사회에 •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얼마 안되어 인 
사부 및 공청단(共靑團) 중앙에서도,「국가 공무원 및 공 
청단원은 파룬따파를 수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공 
^ 하였다.

장웨이칭(張微晴)과 차오궁(喬公)의 논평은 매우 정확 
하였다. 그들은 중국 당국이 가장 난처해 하고 있는 점이 

바로 ‘파룬궁 수련자 중 공산당원이 있고，공산당원 중 파 
룬궁 수련자가 있다’ 는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 공 
산당원과 관리들 중 파룬궁 수련자(심지어는 핵심인물) 
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은，이들 당원과 간부들로 

하여금 이중 충성과 양자 모두를 인정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겪게 하였다. 중국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할 수 밖에 없었다.

7월 23일 〈해방군보懈放軍報)〉사설에서는，파룬궁이 
“수련자들을 사상적으로 기만하며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종교도 당도 아닌 형식을 띠고 조직의 구조를 막강하게 

발전시키며 엄격한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수 련 ^을  통 
제하고 있다”고 엄중히 비판하였다. 특히 당 조직에 대한 
‘대법’ 의 ‘침투’ 문제를 강조하며，‘'만일 파룬따파 조직 

제거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그들은 당 조 
직과 간부 대오를 침식하며，당과 정부에 공개적으로 맞 
서는 정치세력으로 팽창하고 확장되어질 것이며，이는 인 
민과 당 나까가 국가의 안녕을 해칠 것이다: ’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당 중앙에서 드디어 파룬궁을 폭로하고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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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공산당원의 근본 

신념, 공산당 지도자，사회주의 제도의 중대한 정 
치영역을 수호하기 위함’ 이라고 이 투쟁의 성격 
을정의했다.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심각한 도전은 
파룬궁 현상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신앙적 위기이 
다.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따르는 자들이 왜 파룬 
궁에 끌리는 것일까? 공산주의야말로 모든 세계 
관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신념 이 아니 었던가. 만약 
60여만 명의 공산당원이 생각할 때, 파룬따파가 
공산주의보다 더욱 그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긴다면，이는 공산주의 및 공 
산당에 대한 일대 조소가 아닌가. 〈구시(求是)〉의 
사설에서도 그렇게 밝혔다.

더욱 심각할 것은 소수 공상^원들이 려흉즈의 

철도 0헤 2 모순으^  가득칭: 音덜하기

짝이 없는 그의 연기를 정철이라2  ' V n .  심지어 

는 쟁목적으로 승배하2  전따하며. ^  °J상을 

>(어려교 이 볘  지녀야  할 이^에  대52: 신병을 

일어어였다는 사실이다. 우려는 이e f&  /숭왕을 

심사숙고 해  보아야 ᄒ츠다. 눈0J■에 생생하게 얼어 

지12 있는 이러한 현실들은 공상닥의 사상경역이 

따르a 스 주의에 의해 정명되지 않는다면. 체손 

되어 분영 비(非) 마르a 스 혹은 1양f反) 따르a 스 

주의에 의해  정영^하게 착  것이라는 경고를 •우 

터에게  주교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식으로 파룬따파를 금 
지시키기 전，당국은 여론기구를 움직여 공산당 
원은 반드시 유물주의와 무신론을 견지해야 한다 
는 점을 글로 써내게 했던 것이다. 중국 무신론학 
회 회장 런지위(任繼愈)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거짓된 과학의 기호와 과학적인 수단을 이용하 
여 그 세력을 넓히고 있는 신유신론(新有神論)을 

없애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장쩌민 역시 1999년 
6월 말 중국 공산당 성립 78주년 기념 좌담회에 
서，만일 공산당원이 사상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근본 정치 신앙 및 마르크스주의 유물 

주의 세계관이 흔들린다면，이는 바로 ‘공산당원

의 근본적인 정치 입장’ 이 혼들리는 것이라 
고 하였다. 당연히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봉건 미신과 기타 소극적 행위로 정신적인 
의탁을 찾으려는’ 일부 당원들의 경향을 포함 
하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파 
룬궁 수련자틀 위한 사상교육에 있어서，파룬 
궁을 수련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해 어 떻게 사 
상전환 교육을 시켜야만 이들이 철저히 후회 
하고 파룬궁과 확실하게 선을 긋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그 교육의 중점이 되고 있다.

최근 거행된 베이따이허(北戴河) 중앙공작 
회의에 따르면，여전히 대다수의 간부와 당원 
들이 중앙에서 파룬궁을 처 리하는 방법을 이 
해하지 못한 채 “대중을 미혹케 하는 민간조 
직에 불과한 파룬궁이 어떻게 정세를 크게 혼 
란케 하고 정권을 뒤엎을 수 있단 말인가?” 라 
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장쩌민도 이에 대해 “심지어 이들은 당 
과 정부가 조그만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떠벌 
리면서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한 
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장쩌민은 파룬궁 

의 실체와 해로운 점，과학을 위장한 점을 정 
치적인 면과 조직 계충적인 면에서 심도있게 
폭로하고 비판할 것을 호소하였고 이를 현재 
전체 당의 주요 업무’ 로 삼았다.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하여 파 
룬궁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상황 
이 일반 사교에 대한 공격과 다른 점은，파룬 
궁 현상이 최근 당 조직과 규율을 흔들리게 
했으며, 당내 이론 학습의 깊이가 없다는 사 

실을 충분히 드러나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장쩌민은 파룬궁에 대한 강력한 공격과 진압 
을, 당 조직의 응집력을 중가시키고 당원들에 
게 ‘삼강(三講: 정치를 논하고, 학습을 논하 
며, 정기(正氣)를 논함)’ 을 더욱 열심히 학습 
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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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룬궁 사건이 중국 교회에 주는 영향
리홍즈와 중국 정부 모두 파룬따파가 종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파룬궁이 강렬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이는 중국적 특성을 지닌 ‘신흥종교’ 임을 설 
명할 것이다. 위에서 적지 않은 수련자들 스 
스로가 파룬궁에 대해 강력한 종교성과 배타 
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무신론’ 을 거듭 제창하고 봉건미신과 사교 
의 활동을 비판하는 바람에 많은 평론들이 파 
룬궁 제거와 종교에 대한 핍박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하여 중국내 종 
교 신앙의 자유 정책이 영향받지 않을까 우려 
하고 있다.

파룬궁 제거 초기 중국 당국은 정상적 종교 
신앙，합법적 종교 활동과 파룬궁 조직의 활 
동을 구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지금까지 일 
관된 종교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다. 딩국은 
허가된 범위 내 에서의 종교 신앙 자유를 허용 
하는 한편, 어떤 경계선을 설정하여 모든 종 
교 단체가 이를 준수할 것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 경계선이란 바로 종 
교단체는 반드시 사회주의에 ‘부응할 것’ 과 
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위치를 흔들리게 하거 
나사회안정을 해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 • 종교 관계 맥락에서, 어떠한 
종교 활동도 만일 정치질서에 도전과 위협을 
준다면 본질상 .반동적 봉건미신과 사교조직 
이다.「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 

다는 것은 절대로 우매한 미신 활동을 퍼뜨리 
고 사람을 기만하고 해치는 자유를 주려는 것 
이 아니다.」(99년 7월 13일자 인민일보 평론)

중국 정부는 과거 후한파(呼喊派)，영령교 
(靈靈敎) ，전범위교회(全範圍敎會)，동방의 
번개(東方閃電)，빼이리왕(被立主)「주'선교의— 
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사교’ 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파룬궁에 대한 성토와 비판은 상술한 정 
치 . 종교 관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파룬궁에 대한 진압이 현존하는 중국의 종교정책 
이나 정교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정치운동 아래에서 중국 교회의 발전은 영향을 받 
지 않올 수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첫 
째，당 중앙이 거듭 ‘정상적인 종교신앙，합법적 종교활동 
과 파룬궁 조직 활동의 구별’ 을 강조한다고는 하지만，파 
룬궁 금지를 전후하여 대규모의 유물론，무신론 선전을 
전개함으로써 봉건 미신과 현대 미신적 활동을 공격할 것 
이 분명한데，이를 실행할 때 종교신앙과 봉건미신을 어 
떻게 정확히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은 결코 쉽지 않은 문 
제이다.

과거 경험으로 보아 어떤 중대한 정치 운동을 펼칠 때， 

각 하급 간부들은 모종의 민감한 과제에 부딪혔을 경우 
일반적으로 ‘좌(左)일지언정 우(右)는 금물’ 의 태도를 취 
한다. 즉 당 중앙에서 공격을 확대시킬 의도는 없었지만, 
하급 간부들이 정확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착오를 범 
하게 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대부분 ‘상대가 억울하 
게 되는 한이 있어도 결코 그대로 내버 려두지는 않는’ 처 
리 수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중국 
농촌에서 기독교의 발전은 거의 지방 간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전국적으로 봉건 미신을 반대하고 과학 무신론을 
제창하는 운동에 직면하여，기독교와 기독교도들에 대해 
극좌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하위 간부들이 생겨나는 상황 
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 
과학원 종교연구소 소장 쭈오신핑(卓新平:)이 파룬궁 풍 
조를 성토하는 글에서 / ‘파룬궁과 종교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며，무신론을 선전하고 봉건 미신을 
반대하는 운동을 할 때에는‘1반드시 과학 무신론과 각종 
정상적 인 종교활동의 관계를 잘 처 리해야 하며, 극좌로써 
대중의 신앙문제와 종교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부틱하였다.

둘째，객관적으로 볼 때 파룬따파 금지는, 최근에 일어 
나고 있는 ‘신학사상의 설립을 어떻게 사회주의에 부합 
■지칼-것먼가广의ᅭ문제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11월，중국 기독교 전국양회는 지난(濟南)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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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된 전체위원회에서 신학AV상을 더욱 강력히 설 
립하자는 결의를 통과시켜，신학사상의 활성화를 
요구하였다. 신학사상의 설 립 방향은 기본적으로 
딩광쉰(丁光訓) 주교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었으 
며，그 중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바로 ‘윤리 도덕 
적 기독교’ 를 제창하는 것이다. 그리고 <딩광쉰 

문집〉의 출판은 마침 시기적절하게 전국 교회 학 
습의 원본이 되었다.

딩광쉰은 신학 사상적인 면에서 보편적으로 낙 
후되어 있는 중국 교회의 상황을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장된 말세론 및 믿음과 

불신 간의 모순이 돌출하는 둥의 과제를 들 수 있 
는데, 이것은 중국 신학 사상 변혁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그는〈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간라는 글 
에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인류를 적대시하는 
잔인하고 난폭한 분으로 묘사하며，세계와 지구가 

곧 멸망한다는 ‘복음’ 올 떠들어대는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교회 내에 말 
세에 관한 예언이 만연하여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어두운 부분 및 전쟁，지진, 질병 둥은 모두 말세 
가 다가오고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는 ‘징조’ 라고 
말하는데, 이 것은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 
을 부인하고 대중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이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 
였다:’고 지적하였다. 지난에서의 전체회의 후， 
중국 교회 내의 ‘기요파(基耍派: 자유주의 신학 

파)’ 를 정돈할 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적지 않 
은 보수파 교회 인사들을 우려케 하였다. 이후 난 

징(南京) 진링(金陵)협화신학원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면직, 퇴학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 
데，이 역시 어떤 면에서 신학사상의 충돌과 모순 
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파룬따파가 일부 주장하는 사실과 딩광쉰이 비 
판하는 기독교의 낙후된 신학과는 어느 정도 유사 

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의 파룬궁 금지 사태 
는 기독교 신학 사상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주장하기 위해 양회 지도자가 사용할 ‘부정적 자 
료로 부정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교재’ 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리홍즈가 '말세’ 에 대 
해 과장되게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 딩광쉰은， 

이것은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건설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 중국 기독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원자오(韓文藻) 역시 거리낌없이 “파 
룬궁의 범법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반격과 
폭로기• 이루어짐에 따라, 기독교의 명분을 내 

세우는 사교 조직과 파룬궁이 얼마나 유사한 
지 점점 더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말 

하는 파룬궁과 기독교 사교조직의 유사점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둘 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음올 대대 
적으로 내세워, 이를 따르는 자들을 기만하고 

협박한다. 기독교의 명분을 내세우는 사교조 
직들 역시 추종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생 
산 활동을 멈춘 채 경건하게 기도만 해야 하 
며，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을 기다리면서 말 
세의 재난을 면해야 한다고주장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도들에게 애국애교(愛國愛敎)를 고 
무시키고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 

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이롭게 하도록 하 
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둘째, 둘 다 엄격한 조직 체계를가지고 있 
다. 기독교의 명분을 내세우는 사교 조직은 
추종자들을 선동하여 각 지방 법 집행부처 에 
서 ‘사건’ 을 일으키곤 하는데 이것도 파룬궁 
과매우 흡사하다.

셋째，둘 다 질병이 발생해도 병원을 찾으면 
안 된다고 선동한다.

넷째，둘 다 진정한 유신론자가 아니다. 유 
신론자는 정 치 적 인 반동과는 다르다.

기독교의 ‘미신화’ 경향을수정하고나아■가 
사회주의 사회에 합당치 않은 신학AH)•을 개 

혁하기 위해 중국 교회는 반드시 파룬궁의 교 
훈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파룬궁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 
면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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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금지 조치는 기독교 양회 지도자들 

에게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원래는 
신학의 전통과 입장 상에서의 차이와 쟁론에 
속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정치 입장이 정확한 
지를 묻는 문제로 확대되었으며，이는 확실히 
중국 교회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 

다.

맺는 말
위에서 중국이 파룬궁을 금지하는 원인 및 
이것이 중국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논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파룬궁 
현상을 확대하여 보는 맥락에서 현재 직면한 
중국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 
다.

먼저 신흥종교 현상으로 볼 수 있는 파룬궁 
이 수년 사이 놀랄만한 발전을 했다는 것은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 여 
전히 종교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존재함을 

중명하였다. 수많은 사람들(마르크스를 포함 
하여)이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따라，종교의 
영향 혹은 종교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 
에서 각종 형태의 종교가 발전하고 있음은， 
바로 인간이 종교적 동물이라는 것을 말해주 
는 것이다. 그리고 파룬궁 현상 역시 유물론 

자인 당 간부들조차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설명해 주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파룬따파가 발전했다 
는 것은，제도 종교(5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도 교 , 회교，이슬람교) 혹은 전통 민간신앙의 

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는 신흥종교가 결코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될 현상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신홍종교가 장차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종교 

관리 체제는 5대 종교에 제한되어 있다. 어떤 
점 에서 보면 중국에는 근본적으로 신흥종교

와 민간신앙의 존재와 발전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었지 
만，오래 전부터 있었던 종교 관리의 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확산되어 온 것 
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파룬궁 수련자들이 줄곧 전력을 다해 
쟁취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파룬궁의 합법적인 지위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차례 비교적 강력한 방법으로 불만과 

요구를 표시했는데，이는 바로 중국 사회에 이성적인 토 
론의 장이 결핍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에 중 
국 당국이 엄격히 파룬궁을 금지시켰지만，홋날 또 이와 
같이 합법 적 인 지위를 요구하는 또 다른 신흥종교가 생기 
지 않으리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중국이 정치적인 시 
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보다, 이성적으로 다를 수 있 
는가 하는 점이 중국 사회 및 종교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급격히 변천하는 과정 

중에 있는 기독교가 자체 내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우 
리가 주시해 볼 가치가 있는 과제이다. 중국에서 기독교 
가 ‘민간신앙화’ 하는 경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 교회 
의 책 임은 바로 사역자 훈련을 포함한 신학교육의 완전한 
건설이며，지도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극단적 실천신학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길고 긴 
영적인 영역의 개혁 이며，많은 요소들을 잘 배합시켜야만 
비로소 점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정치화의 방식 
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문제를 제 
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도리어 더욱 커다란 
모순을 야기할 뿐이다.

홍콩 건도신학원® it 하學院 교수. 
71독교와 중국문화중심 中國文化中心) 주임

번역/김경아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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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f  ^ 너 자 ”

- 중국 가정교회의 새 모델과 문제

왕쓰웨

농촌과 도시의 가정교회

공산화 이후 중국의 가정교회는 도시보다는 농촌 
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였고，교회의 
모델, 신앙，신학，조직과 형태도 독특하게 발전하 
였다. 따라서 농촌의 가정교회가 공공연하게 중국 
가정교회의 대표요，주류가 되었다. 한편 공인된 삼 
자교회는 주로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 당국의 

제재와 감시 역시 도시에 집중되어 도시의 가정교 
회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이며，소그룹의 점조직 형 
식을 취하고 있고，활동 또한 비교적 위축되어 있 

다. 또 농촌과 다른 직업구조，생활 패턴，주거구조 
둥을 갖고 있는 도시의 가정교회는 발전과정 중 많 
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가 
정교회는 교회 개척자와 지도자에 따라.다양하게 
발전해가고 있다.

앞은 쏭 자매의 가정교회

내가 쑹춘메이(宋春美) 자매의 가정교회를 알게 된 
것은，쑹 자매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개최된 지도자 
훈련 때 그녀가 훈련생으로, 내가 선생으로 참가하 

여 만나게 됨으로 비롯되었다. 쑹 자매가 살고 있는 
T시는 보수적이면서도 사회범죄율이 꽤 높아 공안

당국의 제약이 심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따라서 지 

도자 훈련도 시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에서 개최되 
었으며，한번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문밖-출입 이 엄 
격하게 통제되었다. 나는 그 때 로마서를 강의했는 
데，매일 8시간씩 5일 동안 총 40시간을 강의하였 
다. 참석자들은 모두 T시의 가정교회 대표급 지도 
자들이었다. 쑹 자매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열 
심히 노트 필기를 하였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 

은 매번 강의를 마치고 기도할 때 그녀의 기도고백 
이 매우 간절하였다는 것이다. 항상 자신의 가식과 
불찰에 대해 죄 고백을 하였으며，교회와 목양하는 
신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였다. 식사시간에도 그 
녀는 말수가 적었고 웃음까지도 매우 절제하는 둣 
하였다. 강의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에 대 
한 훈련생들의 경계심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여， 
식사 때의 대화도 매우 자연스러워졌고 웃음소리 
도 커졌다. 그렇지만 쑹 자매는 여전히 절제하는 언 
행으로 일관하였다.

매번 휴식시간마다 참석자들은 로마서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고, 나는 대답하느라 꽤나 힘이 들었 
다. 식사시간 우리들의 대화 주제는 항상 교회의 목 
회문제였다. 나는 간혹 쑹 자매가 문제제기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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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는데, 예전과달리 친구의 표정이 매우밝고 생각 
도 긍정적으로 바뀌어，비판일변도였던 말투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쑹 자매는 무슨 좋은 일이 있었 
느냐고 친구에게 물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 

디가 쑹 자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그 친구 
는 몇 달 전에 타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우연한 기 
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전도한 사람이 그를 
한 달 동안 양육하였는데，그 사이에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이었다. 이 시•실을 안 쑹 자매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자 친구는 그녀 에게 복음을 전하였 
다. 결국 그날 밤 쑹 자매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그 후 친구와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녀의 삶도 친구 
와 함께 놀랍게 변하였다. 특히 쑹 자매는 인생을 
사는 의미를 발견하였으며，삶의 큰 빛을 발견하였 
다고 흥분하면서 말하였다.

장승원그림

서 던진 질문을 통해，그녀가 담임하는 교회가 일반 
적인 중국의 도시 가정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회가 현지인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닌 
것 같았고，교회의 형식도 개방적이며 예배의 내용 
도설교 위주가 아닌 것같이 생각되었다. 특히 여러 
가지 조직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하여튼 쑹 자매의 교희는 무엇인가 달랐다.

내가 쑹 자매의 가정교회가 일반적인 도시 가정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안 것은 나흘째 되는 날 점심 
때，지도자 훈련의 총책임을 맡은 루(盧) 형제와 대 
화를 하면서부터이다. 루 형제는 갑자기 갖게 된 저 
녁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쑹 자매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다고 전해줬다. 저녁식사 후 쑹 자매는 훈련 

에 참석하였던 리언광(李恩光)이라는 자매와 함께 
내가 머무는 방으로 찾아왔다. 그 때 나는 리언광 
자매와 쑹 자매가 같은 교회 소속이며, 이번 지도자 
훈련 때 두 명이 그 교회의 대표로 참가한 것을 알 
게 되었다. 쑹 자매는 나에게 강의에 수고가 많다 
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갖 
고 있는 교회에 관한 문제들을 서서히 

꺼내기 시작했다.

꼬호사 출진의 쏭 자매

쑹 자매는 30대 후반의 간 
호사 출신으로, 초등학교 

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은 국영기업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 
었다. 그녀가 예수 그리 

스도를 알게 된 것은 병 
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였다. 간호사로 병원 
에서는 바쁜 생활을 보냈 
지만, 퇴근 후 그녀는 늘 친 
구들과 마작과 가라오케 
로 소일하면서 지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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쑹 자매는 그 후 친구와 함께 친구가 다니는 교회 에 

출석하였다. 그 교회는 중국 도시의 일반적인 비공 
인 가정교회로，신도들은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예배 후 짧은 교제와 대화를 나눈 후 
재빨리 헤어지는 전형적인 가청교회였다. 쑹 자매 
는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을 홀렸 
고，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감동을 종종 받았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젊은 층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를 토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우연한 기회에 한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 외국인이 설립한 작은 무역회사에 다 

니는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그 자매는 자신이 출 
석하는 교회의 예배에 한번 참석해보라고 권유했 
다. 마침 그 예배는 토요일에 있었고，자신이 출석 
히는 교회 예배시간과도 겹치지 않아 쑹 자매는 호 

기심을 갖고 참석하였다.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모임이지만 우선 외국인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쑹 자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외국인 인도자는 중국어가 유창하지 못해 
때로는 영어를 섞어가면서 띄엄띄엄 말을 했지만 
그의 얼굴은 항상 웃고 있었고, 태도 역시 친화(親 
和)적 이 었다. 모임 때 불렀던 찬양은 그의 교회 에서 
부르는 단조(短調) 위주의 침울하거나 성경의 시편 

내용에 중국 전통가락을 붙인 그런 곡이 아니 었다. 
모두 다 생소한 번 역 찬양곡이었으며 , 곡과 가사의 
내용이 밝고 간단하여 따라 부르기도 쉬웠다. 쑹 자 
매는 또 사람들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눈 
도 지긋이 감는 것에 놀랐다. 예배의 형식도 매우 
자유로웠다. 인도자가 자주 앉았다 섰다 하였고，사 
람이 문을 통해 들어올 때면 웃으면서 손짓을 하거 
나 악수를 하였다. 쑹 자매는 40분 정도의 찬양시간 
이 끝나자 그 다음은 설교시간일 것이라 생각하였 
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제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봉 

사하는 사람들이 다과를 들고 들어와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쑹 자매에게 그 시간도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교제는 1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그 후가 설교시간이 었는데 외국인 인도자가 다시 
나와 인도하였다. 그는 말씀을 찾아 읽고는 본문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고 난 후 기도로 설교시간을 끝 
냈다. 10분도 채 못 되었다. 쑹 자매는 당황하였다. 
그 뒤 또 찬양의 시간이었고 40분 정도 경쾌한 곡조 

로 찬양하였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사람들은 계속 남아 
대화나 찬양을 하곤 하였다.

친구 따라 참석한 이 생소한 예배 에서 쑹 자매는 
설교에 대한 쉬움 말고는 모두 충격적인 인상과 

신선함을 느끼고 돌아왔다. 다음 날 쑹 자매는 그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주일예배를 드렸는데，예배 분 
위기는 예전처럼 엄숙하고 찬양도 단조로웠으며, 
설교는 여전히 길었다. 그리고 예배 후 사람들은 항 

상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쑹 자매는 그의 교회 에 대해 염중을 느끼기 시작하 
였으며，외국인이 인도하는 모임에 출석하기로 마 

음 먹게 되었다.
쑹 자매는 외국인 모임에 쉽게 적응을 하였고, 또 

적극적으로 교회의 여러 활동에 참석하면서 두각 
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 외국인이 인도하는 모 
임은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모임 이었으며，쑹 
자매가 처음 참석 했을 때도 모임을 시작한 지 한 달 
이 막 지난 때였다. 쑹 자매는 자유로운 예배와 찬 
양이 좋았고, 토론시간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 
의 궁금중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어 
기 뻤다. 예배 후의 친교시간도 항상 기쁨으로 가득 
했다. 매번 예배를 마치면 쑹 자매는 이전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던 기쁨과 만족을 얻었고, 세상 어느 곳 
보다 이곳 모임 이 천국 같았다.

외국인 가정교회의 시 작과 밀:？

그 모임은 지도자인 외국인에 의해 창설된 모임으 
로서 , 그는 모임을 창설하기 앞서 T시 에서 무역희 

시•를 하나 시작하였고, 그 곳을 거점으로 심이■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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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해 나간 것이다. 그 외국인은 먼저 무역회사 
의 중국인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직원들 
은 그와 그의 부인의 친절한 태도와 인격에 감동을 
받아• 쉽게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후 성경공부와 양 

육을 시작하였으며，모임도 시작하였다. 이 모두 외 
국인이 회사를 설립한 지 1년도 못 되어 이루어졌 
다. 외국인은 자유로운 모임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대하였고，그의 사랑과 친 
절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초창기의 모임 참 
석자들은 대부분 회사의 직원과 직원 가족，그리고 
그 외국인의 인도로 모임 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었다.

외국인에 의해 시작된 모임은 3년 만에 20개의 모 
임으로 중가 발전하였으며，각 모임마다 15명에서 
20명의 신도가 있어 총 350명 정도의 신도를 갖게 
되었다. 외국인 모임은T시의 가정교회 사이에서도 
빠른 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인 모임 에는 

설립자 외에 그의 부인과 유럽 지 역에서 온 외국인 
이 한 명 더 있어 총 3명의 외국인이 있다. 이들은 
여전히 그들 교회 내 에서 최고 지도자이며，중요한 

인사와 정책 결정을 한다. 그 아래 중국인으로 구성 
된 「지도자 조(領導組)」가 있는데，쑹 자매와 리언 
광 자매, 그리고 또 다른 두 자매, 총 4명이 구성원 
이다. 지도자 조는 20개의 모임을 실무적으로 이끄

쑹 자매가 그 모임으로 옮긴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외국인 지도자로부터 혹시 전임사역자가 되길 
원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마침 쑹 자매는 
간호사 직업에 염중을 강하게 느끼던 시기였고，외 
국인 모임과 집회활동에서 인생의 기쁨을 만끽하 
던 때였다. 쑹 자매는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6개월 
후 병원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외국인 모임의 전임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장승원그림

는 지도자로서，교회 내부의 공동적인 일과 문제점 
들을 해결하고，연합적인 모임을 계획하며, 각 모임 
의 책 임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한다. 쑹 자매는 
전임사역자이며, 리 자매는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희사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 
은 쑹 자매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 나머지 
두 명의 자매는 각자 직업을 갖고서 사역을 감당하 
고 있다. 지도자 조 아래「조장 조(組長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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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조장 조는 각 모임의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각 
자자신의 모임을 책임져 모임의 안배와 진행，신도 

에 대한 관심과 교육까지 담당한다.
한편 그들은 그들의 모임을 교회 또는 가정교회 

라고 부르지 않고「소조(小組)」라고 한다. 설립자 

가 외국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모임은 
전통적인 가정교회의 형식，내용，구조 및 체계가 
다르며, 전통적인 가정교회에 대한 적지 않은 거부 
감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공인된 삼자교회 에 대해서 
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삼자교회가 너무 형식적 
이고 성도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인 목양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또 항상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정교회의 문제와 해걸의 ■요

쑹 자매와 리 자매는 나에게 상담한다면서 자신의 
교회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함께 자신들의「소조」 

가 이상적인 교회모델이라는 것을 여러 번 피력하 
였다. 그렇지만 쑹 자매는 자신의 교회에 대한 문제 

점들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먼저 신도의 대부분이 
자매라는 점과 형제들이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총 350여 명의 신도 가운데 80퍼센트가 자매이 
다. 최고 지도자인 외국인들과 쑹 자매 둥은 형제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 
였지만, 형제들은 항상 직장생활에 바쁘고, 교회 사 
역에 대해서도 별 책임감을 갖고 있지 못하며，또 
여러 훈련 과정 프로그램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 
어 지도자로 세울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였다.

또 교회는 모임과 신도 사이 의 교제를 중요시하 
기 때문에, 설교시간을 통한 말씀의 깨달음과 변화 
가 가장 큰 과제라고 고백하였다. 우선 외국인들은 
긴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 이 부족하고，이 에 대한 
중요성도 못느끼고 있으며，교회 내에는 말씀을 깊 
이 있게，또 적용점을 잘 찾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하였다. 비록 성경공부 모임은 있지만 성경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외국에서 만 
들어진 교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고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은 어느 

정도는 성장하지만 더 이상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 
다는 것이다. 쑹 자매와 리 자매는 내가 강의하는 
이 지도자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도 말씀을 깊 

이 있게 배우고 이해하여 신도들에게 가르치기 위 
함이라고 하였다.

쑹 자매는 또 창립자요, 최고지도자들인 외국인 
들과의 사고방식과 문화적인 차이로 빚게 된 갈등 
과 교회 사역의 우선 순위 문제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었는데，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가 고민이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이들 외국인들은 사랑 
이 많고 매우 인격적이지만 때로는 너무 직설적이 

고 이론적이며, 참을성이 부족하고 사무적으로 일 
들을 처리할 경우가 있어 중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한다.

나는 쑹 자매와 리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 
자로서의 자신감, 걱정 근심，난감함, 당혹감 같은 
것들이 그들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러면 
서 나는 이들을 통해 중국의 교회，특히 가정교회들 
도 이제 개혁 개방과 더불어 변화된 사회와 사람들 

속에서 새 모델을 찾아 변신하고 싶어하는 것을 새 

삼 이해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가정교회 모델을 고 
수하는 자들과 이에 대해 염중을 느끼고 있는 자들 
간의 갈등이 가정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너자{摸着石頭過河).” 순 
간 나는 덩샤오핑(部小平)이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 
화의 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 이 말이 생각났다. 
혹시 이 또한 사회주의식의 중국 가정교회의 길이 

아닐지, 그럼 우리에게「돌」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왕쓰우狀 중국복음선교희 중국선교사훈련원 교무처장, 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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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군F” 는 부 르심체  ccf즈p

장루자{張路加)

모두들 새로이 맞는 92년을 즐거워하는 시간에, 독 
일의 베를린 공학대학의 기숙사에서 한 중국 젊은 
이가 침대가에 앉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2년 전, 〈제1차 헌신 대희〉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생애를 드려 자기 동포들에게 복 

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했다. 그때 부르 
심에 순종하는 표현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간 것이 
결코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목사님 이 다섯 차례 헌신의 결단을 촉 
구했을 때，그는 스스로 “이제 더이상 성령의 촉구 
하심과 감동을 무시할 수 없다:’ 고 고백 했다.

새해 첫날인 지금도 그 때와 같은 부르심의 감동 
과 촉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연구소 
에서의 좋은 직위，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마음 
이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그리고 유창한 독일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약간의 미련이 남아 있었다.

장승원그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 
어卜.”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날 밤 무릎을 꿇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하나님은 그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가라:’ (창 12:1)

결국 신기한 방법으로 길이 열렸고，그는 부상당 
하여 기브스를 한 다리를 이끌고 독일을 떠나는 비 

행기에 올랐다. 그가 가야 할 곳에는 는 사람도， 
친척도 없고，언어도 통하지 않고，묵어야 할 곳도 

없었다. 다만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좇아, 
있던 곳을 떠나 하나님 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 
는사실만을 알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바로나의 이야기이다. 내가가야할 
곳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신학원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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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번째 “띠나라” : 아나님을 알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때부터 모ᅭ 시간을 주를 
위해 헌신한 때까지를 되돌아 보니，그야말로 “떠 
나라” 로 충만한 길을 걸어온 것 같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전도자이셨기 때문에 나는 어 
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의 ‘예의’ 에 대해서는 익숙했 

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독교인은 아니었 
다. 열네 살이 되면서부터 반항기에 접어든 나는 스 
스로 부모님보다 총명하다고 여겼다. 하나님이 계 

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저렇게 고통스 
럽게 할까，또 왜 나까지 그 영향을 받아야 할까하 
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부모님은 문화대혁명 
당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고，나 

도 비판 대상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았 
기 때문이었다.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나는내 생애에서 처음으 
로 “떠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혼자 집 
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동북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었다. 날씨도 추운데다 아무 의 

지할 곳이 없었던 나는 밤마다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했다.

본토，친척，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었다. 1979년 성 
탄절 전 날，나는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끓고 도움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하나님은 마가복음 10:13~16절 말씀을 통해 

나의 영안(靈眼)을 열어주셨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 
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의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기도를 통해 얻게 된 자유함 

과, 하나님 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마 
음에 깊이 새겨졌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당시 
의 경험은，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 
다가 친히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 본 것이었다. 이 
“떠나라” 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 
게 된 것이다. 이 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생애 가장 큰 복이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고 
난과 좌절 중에서 혼자 끗꿋이 일어설 수 있게 하였 
고, 죽음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였다. 그 이후 “떠나라” 
는 음성은 나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막바 
지에 이를 때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시작 
하는 때이다.

=  번째 "떠나라’’ ： 교회를 알다

10년이 지난 후，나는 또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 
두 번째의 "떠나라” 를 경험하게 되었다. 1989년 상 
처입은 가슴과 깊은 절망감을 안고서 자비유학을 
위해 혼자 독일로 가는 국제 열차에 올랐다. 언제 돌 

아올지 모른다는 슬픔에 눈물이 앞을 가렸고，멀어 
져가는 만리장성은 나를 더욱 더 슬프게 했다. 열차 
는 나를 싣고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의 자녀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3년이 지나 내가 다시금 독일을 떠나야 했을 
때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깊은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1989년 성탄절, 하나님은 베를린에 유일하게 있 

는 중국인 성경공부반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작 
은 모임이었지만 들어가자마자 사랑의 분위기가 
나를 둘러쌌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 깊이 알 

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심령에 상처가 많은 나그 
네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인은 홀 
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으며, 모이기를 폐하지 말 
아야 하며，서로 교제하고，함께 떡을 떼고，같이 기 
도하고 중보하며 주님을 찬미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천국의 

생활을 미리 맛보는 곳이고，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기 위해 공부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위대하신 예술가에 의해 거룩하게 다듬 
어져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빚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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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나는 성령님과 함께 그 성경공부반에서 
함께 성장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각종 사역을 훈련 
받을 기회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 
했으며, 중국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을 하나님의 집 
으로 데 리고 오기도 하였다.

세 번째 "띠나라” : 아나년의 마음을 알다.

미국에 온 지 3년이 넘었다. 그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 번째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몸부림 속에서 하나 
님 이 주시는 한 차례 한 차례의 놀라운 기쁨이 수반 
되었으니 돌이켜 보면 실로 고귀한 경험이었던 것 
^ 다.

2개월 동안 토플(TOEFL) 성적이 크게 향상되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조롭게 신학원에 들어가게 
하셨다. 나는 이 때 절실한 기도의 효과를 체험하였 
다. 비록 첫 수업에서 한 마디도 알아！을 수 없었 
지만, 졸업할 때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미국 명 
인록(全美名 A 錄)” 에 실리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 
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 
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셨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갖고 있었던 것은, 단지 두 
개의 옷 가방뿐이었고 주머니는 텅 빈 상태였다. 그 
러나 하나님은 두 신학원을 다 마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채워 주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 
였고，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측 

량 못할 사랑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나는 고속도로에서 세 번이나 차가 

부서질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기적적으 
로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 
님은 세밀한 것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작고 무능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함도 알게 하셨 
다.

“떠나라” 는 기독교인을 향한 일생의 호소이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떠나라”는 명령은 일생동안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으로 가 
야할 뿐 아니라，광야를 떠나 허락하신 땅을 향해 
떠나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떠나라”는 명령을 받 
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본토，친척, 아비 집(전통과 

의 분리, 과거의 나와의 분리)을 떠나라고 하실 뿐 
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고 하 
신 것이다(창 12:1).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로 하 
여금 조카 롯과 그가 머물고 있던 평원을 떠나(죄악 

의 성인 소돔과의 분리)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하셨 
다(창 13:11-12).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히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심 
으로 가장 귀한 것에서 떠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조금의 망설 
임도 없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아브라 
함의 일생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체험적이고 살아•있 
는 형상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들로부터 떠나게 하신다. 소유, 자랑할 만한 것, 의 

지할 만한 것，이기적인 생각，계획，편안하고 안락 
한 곳을 찾는 마음들에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보내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고 명령하시 
면 망설이지 않고 용기있게 떠날 것이다. 이것을 통 
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 레위사람 제사 
장들이 너 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 
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호수아 
3:3)

출처: 「神州之光」 
번역/ 박춘화■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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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만큼 받은 칫도  명진 여행

- o o 지역 의료선교를다녀와서

이귀민 외

중국 대륙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C시에 거주하는 

우리 몇몇 동역자들은 협 력하기를 즐겨한다. 가까 
이 교제하면서 어떻게 힘을 합하여 우리에게 맡겨 

진 이 지역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o  o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전부터 사역하고 

있던 동역자가 그 곳에 함께 가서 의료선교를 해 보 
자고 제안했다. 우리 5명의 동역자 중에는 한국에 
서 한의학을 마치고 이 곳 중의(中醫)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었다. 감사하게도 마음 
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지자, 현지 의료사역에 필 
요한 약품과 기기들도 큰 어려움 없이 조달되었다.

산 속 김은 곳의 소수민쪽을 찾아
우리가 가서 섬길 사람들 생각에 가져가야 할 짐이 

적지 않았다. 짐이 많다보니 행여 분실될까 염려되 
어，기차에 오르자마자 짐을 선반에 올려놓고 우리 
짐끼 리 끈으로 묶었다. 사실 우리가 타고 가는 노선 
은 전국적으로 열차 도난사건이 많기로 악명이 높

은 노선이었기에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차 안에서는 갖가지 풍경들이 
연출되었다. 창문 옆에 걸린 남의 옷 호주머니를 자 
기 호주머니 뒤지듯이 뒤지다가 기차 안에 근무하 
는 공안(중국 경찰)에게 잡혀가는 사람，동행끼 리 
패를 지어 카드놀이하며 떠드는 사람，좌석 이 없어 
남의 자리 틈새에 끼어들어 움츠리고 새우잠 자는 

사람, 안면몰수하고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 바닥 
에 신문지만 깔고 자는 사람，공장 굴뚝처럼 쉬지 
않고 담배만 피워대는 사람 둥, 우리 눈에 낯설고 

새로운 인생마당이 펼쳐 졌다.
딱딱한 의자 때문에 엉덩이가 좀 아팠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간절히 기 

도하며 7시간을 견뎠다. 목적지가 가까워 올 때쯤, 
한 떼의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 낯설어 보이는 우리 
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한 건 해보려는 둣 
수작을 걸더니 따라붙으려고 하는 눈치 였다. 다행 
히 같은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렸고，또 마중 나 
온 사람들을 먼저 만날 수 있어서 그들과의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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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을 피하게 되었다. 비록 각오는 하고 왔다지만■ 
말로만 듣던 일들을 실제로 겪을 뻔하다 보니 다소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다시 유리창이 모두 깨져서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은 버스로 20분 정도 타고 가서 한적한 곳에 
내렸다. 골목골목을 돌아 1차 목적지인 가정교희 
지도자자매 집에 도착했는데，새벽 3시가 넘은 시 
간이었다. 이곳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을 때 
이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 
다. 이제 2차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한다. 감사하게 
도 비록 덜덜거리기는 했지만 한 대의 지프차가 우 
리를 위해 예비되었다. 천지가 온통 계단식 밭으로 
둘러싸인 산길을 2시간 30분 정도 가자 한 부락에 
이르렀다. 소수민족 지 역으로 알려진 이 지 역은, 현 
(縣)에는 대부분 한족들이 살고 있고 멀리 떨어진 
깊은 산촌에만 소수민족들이 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낮언! 진료, 함엔 복음 집회
오후 1시쯤 되어 현지 가정교회 지도자 집 에*도착 
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국의 감주같은 것을 
한 그릇씩 대접받았다. 배가 고픈 김에 얼른 받아 
들고 마시려니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렸다. 처의 발

효가 되어 술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떻게든 먹어보 
려 애를 썼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 곳 지 
도자 말이，안 마셔도 크게 예의에 벗어나는 일은 
아니라 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의 다 남겼다. 나중에 

보니 먹을 것이 부족한 이 곳 사람들은 이것을 애 
어른 할 것 없이 항상 즐겨 마셔서 대낮에도 얼굴이 
불그스름해 가지고 다니며 위장병 환자도 많았다.

2시부터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우리에게 점심식사를 줄 생각은 하 
지 않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아까 한 대 접씩 준 것 
이 바로 점심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점심 먹을 기대 
는 아예 포기하고 일을 시작해야 했다. 기초진찰， 
진료，̂ 국，복음사역，간호보조 등으로 분담했는데 
처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내 손발이 척척 맞 
^ 다.

이들에겐 기초적인 의학상식이나 약이 없기 때문 
에 , 조그만 염중 따위가 큰 문제로 발전된 경 

우가 허다했다. 벌레 물린 곳을 더 
러운 손으로 긁어대니 염중 

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염증이 커지면 도져 

서 살이 패어나가 
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 간단한 
소독약만 있어 
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경우 
인데 말이다. 우리 

는 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지도자의 집에 소독 

약 한 병을 놓고 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이런 약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 
다.

매우 마르고 얼굴은 흙빛을 한 50대의 주머니 
가 남편에게 업혀왔다. 도시에 있는 병원에도 갔었 
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단다. 물 한 모금만 먹어

장승원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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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원그림

도 토해 버려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태였다. 의 

사인 형제가 하는 말이 암인 것 같다고 했다. 우리 
는 다소 당황했다. 이 부락 사람들，아 
니 적어도 그 환자의 친지들은 도 
시 병원에서도 포기한 그녀를 우 
리에게 데려올 만큼 우리에 
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 
라기라도 붙드는 심정 이었겠 

지만，우리가 가지고 온 약과 의 
료기구들은 간단한 것뿐인데 
그들은 우리에게서 무엇 
을 기대한 것일까?
그렇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라 
는 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믿음 외에 
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겠는가?우리는 달리 
의지할 것이 없었다. 믿음으로 의사 형제는 침을 놔 
주고 뜸도 떠주고，환으로 미 리 지어간 한약들을 수 
시로 물에 풀어 먹이도록 남편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권하였다. 그 
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이 *1•주머니를 위해 안 
수기도를 해주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저녁 집회에 
나오라고 권하고 보냈다.

여섯 살 정도의 한 아이가 왔는데 얼굴이 많이 붓 
고 입이 돌아갔다. 귀에서는 고름이 줄줄 훌렀다. 
중이염에 걸린 모양인데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아 
서 결국 얼굴까지 삐뜰어져 버 린 것이다. 고름을 짠 
후 환부마다 마이신 가루를 뿌려주고 소독약과 마 
이신을 아이의 아빠에게 주면서 계속 같은 방법으 
로 소독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간 사람이 모두 합하면 족히 250명 정도 되었다.

누군가 간단한 의학상식이라도 가진 사람이 이들 
가운데 있어야겠다. 가능한 대로 가정교회 지도자 
들을 훈련할 때，이런 간단한 보건위생과 의료지식 
을 함께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육체의 질

병울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로 자신들이 속한 부락 
을 섬 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또 그 

렇게 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부락을 복음화하 
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료를 마치고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 한 집으로 
초대되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빨리 가자고 한다. 
점심도 못먹은 터라 부지런히 가보았더니，우리가 
도착하자 그제야 새끼돼지의 목을 찌르는 것이 아 

닌가! 이 마을에서는 손님이 보는 데서 돼지를 잡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 한참을 기다려서 밥 한 솥에 
김 이 모락모락 나는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상 위 에 올 
랐다. 이 돼지 요리는 아무 양념도 하지 않고 그냥 

삶아온 것이었다. 산골에 사는 가난한 이들로서는 
소금이나 양념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맛이야 어 떻든 배가 고프기도 했고，저들에 
게는 큰 재산인 돼지를 잡아' 대접하는 것이 고맙기 
도 해서 열심히 먹었다. 우리가 먹고 일어서자 그 
집 식구들이 비로소 식탁으로 모여들어 우리가 남 
긴 것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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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이상의 밥을 자꾸 퍼주었는데，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밥을 남기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 
었던 것이다. 우리가 남긴 밥을 그들이 이어서 먹음 
으로써 친분과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 
들에게는 누군가 남긴 밥을 먹지 않는 것은 경계와 
적대감의 표시라고 한다.

저녁에 집회를 열었다. 진료를 했던 가정교회 지 
도자 집 에서 진행했는데 그 조그마한 공간에 100여 
명은 모인 것 같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서 한번 들어가면 꼼짝달싹 할 수도 없었다. 작은 
전구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어두워졌다 밝아졌 
다 하며 희미한 빛을 내준 덕분에 겨우 앞뒤를 분간 
할 수 있었다. 그래도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열기는 
대단했다. 찬양은 악보가 필요 없었다. 인도자가 처 
음 부분만 먼저 불러주면 모두가 따라 부른다. 이미 
숙달되어 그야말로 한 소절만 부르면 착착 이어졌 

다. 가사는 모두 성경구절이었다.
우리가 중국어로 말씀을 전하면 현지 지도자가 

현지어로 통역했다. 너무 어두워서 원고를 보는 것 
은 생각도 못하고, 다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3시간 가량 집회가 계속되었는데 
도，그 좁은 공간에서 눈동자 하나 움직이는 사람 
없이 모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 도리어 우 

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낮에 진료를 받으러 왔던 암 환자 이•주머니가 정 

말 집회 에 왔다. 아주머니는 우리가 준 약을 토하지 
도 않고 잘 먹었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간절 
한 마•§•으로 아주머니를 위해 안수하며 기도했다.

하루 진료를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인지 이튿날 
낮에는 온통 아이들 뿐이었다. 아이들에게 사탕도 
나누어 주고 한 쪽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 
주는 것이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 되었다. 근처에 초 
등학교가 있었지만 폐교된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들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학교 문을 닫 
았다고 했다. 이 소수민족 아이들에겐 외국어와 마 

찬가지인 보통어(표준 중국어)를 배워보았자 1̂무 
희망이 없고 쓸모도 없으니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

이었다. 자연히 어 린이들은 방치 되고，좀 자라면 부 
모를 도와 밭일을 한다. 이들에게 교육은 귀찮은 
것이기도 하고 사치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현실은 너무도 안타 
까울 뿐이다. 우리 나라가 그랬던 것처 럼 복음을 들 
은 이들에게서부터 교육열이 번져져야겠다. 세계 
부흥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흥의 불길이 지 
나가는 곳마다 교육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녁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가정교회 지도자 
가 중풍환자가 있으니 다소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했다.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여，의사 형제가 그 

를 따라 왕진을 갔는데 아주 어두워져서야 돌아왔 
다. 계곡에 물이 불어 징검다리는 물에 잠기고，그 
래서 가슴까지 차는 시냇물을 옷을 홀딱 벗고 건너 
서 다녀왔다고 했다. 게다가 그 길은 계곡 물이 불 
지 않았더라도 도저히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단다. 행 여 멀다고 하면 안 간다고 할까 
봐 가깝다고 말했을까? 아니 그만큼 그 중풍환자에 
게는 먼길을 단숨에 달려와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 
했을 것이다. 이 산촌은 상상할 수 없을만큼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간단한 보건위생과 의료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지만，또 그만 
큼 사랑과 희생의 손길이 필요한 곳임을 느끼게 해 
주었다. 마침 우리에게 이 같은 고생을 기쁘게 감당 
해 주는 의사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 
다.

아글 끌짝 번들에도 북S  들고 가오리다
3일째 되는 날，아침식사를 하고 질퍽거리는 길을 
나섰다. 처음보다 짐이 많이 줄어서 참 다행 이었다. 
길을 안내하는 형제에게 몇 시간 가면 되느냐고 물 
었더니 2시간이면 된다고 ■했다. •두 시간 정도야’ 하 
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 시간 
걷고 10분씩 쉬었다. 그러다가 조그만 동네를 지나 

가게 되었는데，안내하는 형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 
물을 얻어 마실 수 있었다. 그 때 낯선 우리를 보고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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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주었다. 그러자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아이들도 
어른들 손을 붙잡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찬송을 부 
르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뜻밖에 
도 계획되지 않은 전도집회를하게 된 것이다. 비록 

여정이 바빠 간단하게 하고 끝낼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를 성령님께 맡겼다.

그 마을을 지나고도 두 ^ 을  넘게 걸었는데 또 
다시 두 시간을 더 가자고 한다. 그렇게 두 시간을 
걷고 또 두 시간을 더 걸어야 했으니 아마 합쳐서 

여섯 시간은 걸어야 목적지에 이를 것 같았다. 어느 
동역자의 발에는 물집이 잡히기도 했다. 강을 건너 
자 산비탈로 철길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이 철길을 따라 가면 되었다. 철길과 가까운 동네 
사람들은 대다수 열차를 도둑질하여 먹고 산다고 
한다. 화물열차가 지나면 한 패는 기차 위로 뛰어 
올라서 물건을 아래로 집어던지고，또 다른 한 패는 
밑에서 그 물건을 넘겨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도둑 

질한 물건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갖는다. 정부 
에서 무장 경찰을 보내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이 방법 외에 다른 생활 방편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기차역을 지나다가 매점을 발견하게 되었 

다. 얼마나 기쁜지…. 오랜만에 컵라면과 과자를 실 
컷 먹었다. 기운을 차리고 남은 힘을 내어 30분 정 
도 등산을 하니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그 동안 우리를 줄곧 안내해 준 자매의 
집이었다. 일행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착하자마 
자 그 집 마당에서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기대했던 이 자매의 여동생은 
마침 산 넘어 깊은 산골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자매가 가리키는 곳은 
아득히 멀리 보이는 산이었다. 우리는 겨우 여섯 
시간 걸어와서는 이렇게 엄살을 떨고 있는데，이 자 
매의 여동생은 더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이다. 참 부끄러웠다. 날이 저물 때 그 자매가 돌 
아와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제 갓 스무 살을 넘긴 
옛된 자매였다. 그 어린 자매가 그렇게 먼 길을 마

다하지 않고 오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 
다. 그 o!득한 산길에는 컵라면을 파는 매점도 없을 
텐데….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이 곳은 먼저 갔던 지역보다 도시에 다소 근접해 
서 위생상태가 훨씬 나은 편에 속했다. 그리고 젊은 
이들이 많아서 낮에 진료하는 동안 한쪽에선 한 사 
역자가 10여 명의 청년에게 90분씩 돌아가며 하나 
님 의 말씀을 가르쳤다. 진료도 이미 숙달된지라 효 
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 동네도 변압기 고장으로 
저녁집회는 촛불만 몇 개 켜놓고 진행해야 했다. 지 
난번 지역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젊은 
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참 감동 

적이었다. 마지막 집회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안 
수기도를 했는데，뜨겁 게 사모하는 저들을 통해 우 
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口 f음을 모았다.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제5일 아침, 전에 컵라면을 사먹었던 역으로 비탈 
길을 내려가서 기차를 탔다. 이런 기차도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낙후되고 지저분했다. 표 파는 승무원 
이 우리들의 부드러운 태도를 보고 어리둥절해 하 
는 것을 보면 이 기차 안의 분위기가 대충 짐작이 
간다. 그렇게 얼마를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처 

음 1차로 갔던 가정교회 지도자 집으로 돌아왔다. 
첫날에는 캄캄해서 잘 몰랐는데, 이곳은 현이라고 
는 해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산촌이었다. 다소 
여유를 갖게 되어서인지 주변의 경관이 눈에 들어 
왔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원래 이 곳에서는，이 지역 한족 가정교회 지도자 
들을 모아 지도자 훈련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는 
데 현지 사정상 지도자들이 모이질 못했다. 오히려 
가까운 산촌에서 같은 소수민족 가정교회 형제 자 
매들이 진료를 받겠다고 내 려와서 , 한쪽에서는 진 
료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을 위해 집회를 인도 
하게 되었다. 이들은 멀리서 오느라 아침부터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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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야 했고 진료받고 말씀 듣느라 점심도 
못 먹었는데，다 늦은 저 
녁때가 되어서 다시 산 
촌으로 출발해야 했 
다. 그들이 언제쯤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이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 이들 
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 없다면，이 이상 
불행하고 고통스러 
운 삶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잠깐이나마 우리가 모든 것이 편리한 도시를 떠나 
이 곳에서 이들과 귀한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다.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아 
무 문제없이 마칠 수 있었다. 처음이라 부족한 점,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아니 더 보완해서 이 이 

상의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그리고 우 
리의 이러한 작은•정성이 하나님께 사용되어 산촌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 
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가 
그 동안 고생했다고 하지만 고생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에게 너무나 사치스럽고 미안한 생각마저 든 
다. 그러고 보면 이 의료선교 여행을 통해 우리 자 

신들이 더 중요한 공부를 한 셈이다. 아니나 다를 
까，돌아오는 길까지도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연단받는 경험을 했다. .

임든 여행, 받은 은해 세어 보니
밤 I2시 30분 차를 타려고 기차역으로 왔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역 대합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를 안내하던 자매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대 
합실 안에는 남의 물건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 
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윽고 기차가 와서 그 동안

우리를 안내했던 형제，자매와 이쉬운 작별을 하고 
기차에 올랐다. 올 때는 딱딱한 의자였지만 그래도 
앉아서 올 수 있었는데，되돌아 갈 때는 그런 좌석 
마저 구할 수가 없었다. 큰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역에 좌석표 매매 배당이 주어지지 않게 마련이다. 
빈자리가 없어서 꼬박 7시간을 서서 가야 할 상황 
이었다. 빈자리를 찾아 이곳 저곳 해매기도 하고 남 
의 자리 틈새를 비집고 다니기도 하면서 다소 비참 
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 때는，이 곳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와서 훈련 
을 받는 것이다. 이번 여행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고 
생스러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까?

반쯤 왔을까?그럭저 럭 우리 팀 중 반 정도는 의자 
에 엉덩이를 붙일 수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 
은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가득했고，기차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칠흑 
같은 밤 을 주  힘차게 달렸다. 비몽사몽간에 이 기 
차가 은하철도를 되•고 이대로 하늘나라까지 직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빠졌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 디나 하늘 나라. • ■”

이귀민 외 4명/중국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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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길을 선택m  
는다면 그것은 내가 행하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4



두 여자가 중국 북서부 산맥의 좁은 길을 따 
라 한 마을을'향해 가고 있었다. 앞선 키 큰 여 
자는 금발의 곱슬머리를 한 서양 여자였고, 
뒤따라오고 있는 키 작은 여자는 검은머리를 

한 중국 여자였다. 둘 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챙이 넓은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두 여 
자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왁자지낄한 
사람들의 긴 행렬이 있었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지고 가는 중이었는데 북소리가 
골짜기를 따라 쿵쿵 울리고 있었다.

이 마을은 몇 달 간의 가뭄으로 인해 모든 
산촌이 고갈되어 있었다. 수일 내로 비가 내 
리지 않으면 일 년 농사를 망치게 될 상황이 
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해갈 

되기를 위해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 신을 
위로하기로 했고，마침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마을로 들여오고 있었던 
것이다.

우상을 지고 가던 사람들은 그 두 여자를 보 

자 갑자기 행 렬을 멈추었고 북소리도 그쳤다. 
그리고는 흥분하여 얼굴이 상기된 두 명의 남 
자가 그들에게 뛰어왔다. 그들은 팔을 혼들 
며，“모자 벗어 r  라고 외쳤다. 금발머리와 푸 
른 눈을 가진 키 큰 여자는 그 남자가 하는 말 
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빨리 모자를 벗어라!”
“어른신들，왜 그래야 하죠?” 키 작은 중국 

여자가 물었다.
"너도 알다시피，우리 신들은 마을에 가뭄 

이 있을 때 누구든지 머리 위에 마른 짚을 쓴 
것을 참지 못한다. 신들이 분노하여 메마른 
땅에 더 혹독한 가뭄을 내릴 것이다. 즉시 모 

자를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찢어 태워 버릴 것이다!”

그러나 키 큰 여자는 모자를 벗을 생각도 하 
지 않은 채，“이것 보시오. 우상숭배자들이여, 
저는 우상에게 인사하기 위해 모자를 벗을 수 
없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들 중 가장 나이 든 노인이 다른 사람들에 
게 지시했다. “그렇다면 저 여자를 죽여라! ” 
십여 명의 남자들이 무거운 몽둥이를 손에 들 
고 여자들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달려왔다.

“기다려요! ” 키 큰 여자가 말했다. **나의 하 
나님은 당신들에게 비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당신네 우상은 할 수 없어요! ” 그 
녀는 그 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의 하나님?” 그 노인은 비웃었다. “우리 

는 우리 신 외에 다른 신은 알지도 못한다! ”
“그럼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 

실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키 큰 여자가 대 
답했다. 노인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두 명 
의 외부인을 둘러싸게 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위협적으로 막대기를들었다.

“자정 전에 비가 올 것을 약속합니다.” 키 
큰 여자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말 
했다. “저 큰 여자가 비를 약속하는 걸 들었 
지?저 서양 여자의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 
는지，우리 신보다 더 나은 신이 있는지 보도 
록 하자. 자정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저 여 
자들은 죽을 것이다! ” 그리고 그 두 여자가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한방 중의 기적
두 여자 중 키 큰 여자는 노르웨이 줄신의 중 
국 간호선교사인 애니 스코 번스턴이었다. 그 
녀는 중국인 여성 사역자인 유친과 함께 외부 
에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인 선교회 
에 도착하자 선교회의 여러 동역자들에게 오 

면서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 동역자들의 반 

응은 다양했다.
“그런 약속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동역자도 있었다. 
또한 “자정까지 마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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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올의 신들을 모욕한 것이 됩니다. 그 신들 
을 모욕한 사람은 오늘 밤 자기 생명을 내놓 

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걱정하는 동역자들 
도 있었다. 그러나 애니 선교사는 “저는 제가
살아서 이 나라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산촌에도 누가 유일한 신인지를 하나님께 
서 보여주시 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오래 된 선교회 건물의 작은 방에서 키 큰 

여자는 무릎을 끓고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녀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도리 

어 그녀는 죽음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알 

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 
은 전능하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동행자 유친도 

그녀 옆에 무릎을 끓고 있었다.

그 날 저녁，몇 시간이 무겁게 홀러갔다. 그 
런데 자정이 되기 30분 전에 한 사역자가 애 
니 선교사가 기도하고 있는 방문을 급하게 열 

면서 뛰어 들어왔다. 그는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단 말이오! 하나님을 찬양합니 

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소리쳤다. 30세의 노르웨이 간호사 애니 

스코 번스턴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했다.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기뻐했다.

“내일부터 당신들은 계속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소. 물이 없는 자들에게 비를 주시고 홍 
수로 피해 입은 자들에게 태양을 주시는 당신 
들의 하나님에 대해 이 마올 사람들에게 말해 
도 좋소:’ 라고 마을의 촌장은 그 마을에서 복 

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하여 그동안 

제재를 당하던 복음 전파는 빗물과 같이 그 
마을 전체를 적셨고, 그 복음의 물줄기는 홀

러 홀러 옆 동네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1941년 6월 중국 북서 지방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애니 선교사는 온 세계를 지으신 하 
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였고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그녀의 믿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르크스 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애니 스코 번스턴은 1911년 노르웨이의 오슬 

로에서 태어났지만，어렸을 때 흐르텐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애니가 일 
곱살 때, 애니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성 
탄절을 보내게 되었는데，그 때 애니는 할머 

니가 애니와 애니의 부모님이 구원을 얻게 해 
달라고 눈물을 홀리며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전까지 애니는 한 번도 자기 스스 
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을 뿐더 러 자기 집 

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다. 그러 
나 할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애니는 자 
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애니 에 
게 애니와 애니의 부모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하셨고 애나도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 어린 애니는 기도하면 
서 전에는느끼지 못했던 내적인 평안함을 느 

낄 수 있었고 기도가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애니, 믿음의 씨앗이 네 마음 속 
에 심겨졌다.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필 것이다:’라고 할머니는 애니에 

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학교에 진학하고 여러 가지 시상을 

알아가게 됨에 따라 애니는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게 되었다. 흐르텐에서 ‘칼 마르크스 

클럽’ 의 리더가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 

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사 학교에 다니면 

서 다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 
고 중국 선교사로까지 헌신하게 되었다.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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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를 통해 어렸을 적 심어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애니 안에서 죽지 않고 싹이 나고 꽃 
이 핀 것이다.

잎사귀와 꽃
애니 스코 번스턴은 1937년과 1938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 훈련프로그램에 참여 

하였으며 1938년에 중국으로 파송되었다. 그 

녀는 산시(陕西) 지방에 있는 상센과 릉추차 
이 선교국에서 1951년까지 13년 간그  지역에 

서 복음을 전했다.

애니는 영국인 여자선교사 글래디스 아일 
워드와 함께 동역하기도 했다. 글래디스 아일 

워드는 중국의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 

으며, 애니가 글래디스를 만난 것도 글래디스 
가 중일전쟁으로 인해 일본인들을 피해 쫓기 

고 있는중이었을 때였다. 애니는글래디스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녀가 이무리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친절，그리고 위 엄과 믿음을 

잃지 않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고, 많은 믿음 
의 도전들을 받았다.

퓨동에서의 사역

그러나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설 

립하면서 기독교를 중국에서 몰아내기 시작 
했다. 그래서 더이상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1951년에 중국 대륙을 떠나 홍콩으로 

나와야 했다. 홍콩에 온 후 애니는 1953년에 
서 1955년까지 기독교어린이재단에서 원조 
프로그램으로 설립한 홍콩의 ‘레니스 밀 피 

난민 수용소’ 에서 일했다. 나중에 스코틀랜 
드 간호사이자 선교사인 헬 렌 월슨과 노르웨 
이 출신 해니 그란러드기" 함께 진료에 합류하 

였다.

1955년 애니는 ‘천국 소망 병원’ 을 설립했 

는데，여기에서 수천 명의 중국 본토 피난민 
들이 건강 회복을 위해 진료를 받았다. 오늘 
날도 이 병원은 홍콩의 주요 건강 희복 기관

“자랑스러운 영국인 V ’ 수상
애니 선교사는 그 희생적 사역으로 인하여 노 

르웨이 왕이 수여하는 성 올라프스 오덴과 플 
로렌스 나이팅게일 메달을 받는 영예를 차지 

하였다. 또한 1979년에 그녀는 홍콩에서의 지 
칠 줄 모르는 봉사로 인하여 “대영제국의 국 
민” 으로불리게 되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애니는 하나님 이 
그녀에게 부여한 사역 기회를 통해 자신이 행 
한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것은 모험 이 었습니 
다. 그리고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전력하도록 허락 

받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나는 다시 태 
어나도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행하 

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사역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 
는 행복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역거 리가 

항상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일하러 온 우리는 설교하려고 파송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여기 에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른 언덕 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 
께 기도해야 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애니 스코 번스턴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 

지 않았다. 그래서 1992년 노르웨이 호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떠 

났다.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주님 성전에서 주님을 밤낮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입니 

다 !’

* 이 글은 도서출판 횃불의 허가를 받아 
「그리스도의 대사들」에서 빌췌했습니다.

정리/곽숙 ■본지 편집기자

들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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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선교사

마 테 오 리 치
(1552〜  1610)

산등(山東)성에서 공자의 무덤을 방문한 후， 
유교의 영향권이 가장 강력하였던 명왕조 13 

능을 답사하고，베이징(北京)시 서북쪽에 위 

치한 서대왕능원(옛날 선교사 묘지)을 방문 

하였다. 이곳은 16세기 중엽 중국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탈리 
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무덤 이 있는 곳이 

다.

유교의 영향권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의 혼란한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공자는 후대에 학 
술, 정치，예술 동 사회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찌친 5경(서경，시경，역경, 예기，춘추)을 편 
집하였다. 이 5경은 한膜)대에 이르러 한무 
제의 유교장려 정책으로 인해 더욱 발전되었 

다. 당(唐)나라도 5경을 기초한 유학(儒學)을

이삼열

토대로 당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렸다. 송(宋) 

은 5경에 4서(대학，논어，맹자, 중용)를 첨가 
하여 주자학을 만들었으며，유교 문예부흥운 

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민족이 지배하던 

원을 추방한 명(明) 왕조는 5경대전을 편찬하 
고 송나라의 주자학을 통치 의 원 리로 삼았다.

‘우주의 중앙’ 이라는 의미로 ‘중국’ 이라 호 
칭하고，명 황제에게 천자(天子)라는 최고의 

명칭을 부여했다. 타민족을 오랑캐라 멸시하 
며 쇄국정책을 시행하여 외국인 출입을 금지 

하고 강력한 유교문화를 형 성하였다.

마테오 리치의 선교준비

중국이 고립을 고집하고 있는 동안 세계는 격 

동기였다. 암흑시대를 지나 문예부흥을 거쳐 
서 과학，예술，문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 
였다. 곧이어 신항로가 발견되었고 영국의 산 

업혁명은 유럽 지역에 경제의 변화와 이념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신민지 정책을 펴면서 세계의 열강들은 
앞을 다투어 동진(東進)하였다.

문예부흥의 뒤를 이어 종교개혁이 일어나 

자, 천주교 자체 내에 혁신운동이 일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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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예수회가 탄생되었다. 예수회는 새롭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계로 떠 

^ 다.

예수회 사제였던 프란체스코 사비 에르 

(Francesco xavier) 신부는 일본을 거쳐， 1552 

년 8월 광등성 광저우(廣#|) 앞바다 상촨다오 

(上川 島)에 도착하여 중국 상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복음전파의 열정을 미처 발산하지도 
못한 채，그는 1552년 12월 42세라는 젊은 나 

이로 외로운 섬 에서 중국선교를 위해 기도하 
다가 순교하였다. 그 후에도 멜치오 바레토 
(Melchior barreto)와 진 리,베 이라(Jean 

ribeyra), 피터 리베이라(Peterribeyra) 등 여러 
선교사가 중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 

하였다.

그러다가 1580년 예수회 선교회에서는 이 

태리 출신의 젊은 선교사 마테오 리치 (Matteo 

ricd)를 파송하였다. 그는 마카오에 도착하여 

철저하게 중국선교를 준비하였다. 중국어를 
중국인과 같이 구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습 
득하였으며，중국의 고전과 경서를 연구하였 

다. 중국의 전통과 풍습을 잘 익혔으며 중국 

옷을 입는 법도 자연스럽게 되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 석교사로서의 모든 준비를 갖추 

고，광저우(廣州) 공리역관에 임시역관으로 

잠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옷을 입고 
중국어도 유창하게 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대 

부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중국 
식으로 자고 먹으며 중국어를 사용하며，중국 

인처 럼 중국인들과 어울려 생활하였다.

선교활동 시작

당시 중국은 쇄국정책에 의해 외국인 체류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대부들과 좋은 관 
계를 맺었던 마테오 리치는 20년 간 광둥(廣 
東)에 체류하면서 유학을 연구하였을 뿐 아니 

라，중국에 서잉문물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서양의 천문학，지리학，기하학，역산학을 중

국어로 번역하여 중국인에게 가르쳐 많은 제 

자들을 두게 되었는데, 그 중의 구데소，장양 
숙，이신제 둥 3명은 이후 마테오 리치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는 광둥 선교사역 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좀더 적극적인 선교를 위하여 난징(南京)，난 
창(南昌) 등지를 순희하면서 16이년 1월 24일 

베이징에 잠입하였다.

북음의 宇리가 내리다

당시 명나라는 일본이 조선을 정벌한 임진왜 
란에 7년이란 오랜 기간 막대한 지원군을 파 

병하는 군비조달로 인하여 조정이 피폐해지 

고 여론이 분분하였다. 또한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컸던 터 

라，갑자기 나타난 서양인 마테오 리치는 그 , 

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게다가 그는 
중국어도 유창하게 할 뿐 아니라, 중국의 문 
화에도 익숙한 사람이었으므로 중국인들이 

접근하기 쉬 웠을 것이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 

의 사대부들에게 그들이 궁금해 하는 서양 세

서광계는 o I지조와 함께 서양서적을 중국에 최초로 소개한 人I람이다 (서광계의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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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조금씩 소개해주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에는 거의 전무했던 천문학, 역산학，기 
하학，지리학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제자로 

는 서광계，이지조，양정균 둥이 있으며 이들 
은 이후 중국 천주교의 주춧돌이 되었다. 이 
들에 의하여 1605년 베이징 시내에만 기독교 

인이 200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마테오 리치는 제자인 학자®■을 

통하여 명 14대 황제인 신종(神宗)을 배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는 신종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신종황제는 예물을 받고 다 

음과 같은 유서를 내 렸다.

“대서 양 넘 어서 먼 나라에서 온 마테오 리 
치는 짐에게 예물을 주었다. 그의 고국은 멀 

고 문물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 그러나 그는 
명제국의 문물 교화를 듣고 찾아 온 것이다. 

그는 본국을떠나먼거 리를항해하여 3년의 

세월을 거쳐 9만 리 중국에 도착하였다. 처음 
에는 언어가 불통하여 광둥에서 15년 간 머물 
면서 화문(華文)을 습득하고, 중국 성현들의 

학설을 배웠다. 그는 장시(江西)와 난징 에서 

5년 간 중국의 풍습을 배운 후，천조(天朝)에 
들어와서 다음과 같은 예물을 짐에게 주었다. 

천주상 1개, 벽시계 1개, 피아노 1대，진주 십 
자가 1개. 이상의 예물들은 극서(極西)의 먼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이 예물들은 예 

부(禮部)에서 받아 보관하고 황제의 은덕을 

널리 전하라. - 이하생략

신종의 친서를 받은 마테오 리치는 드디어 
선교의 자유를 얻어 본격적인 선교사역을 하 

게 되었다. 명제국에서 처음으로 얻은 선교의 
자유였다、그는 저술에도 힘을 다하여 약 2 0  

권의 서적을 저술하였다. 그 중 「천주실의(天 
主實義)」와 「천주교중국진입사(天主敎中國 
進入史)」는 가장 유명한 저술로서，후에 원문 

이태리어를 라틴어，불어，독일어, 스페인어， 
영어로 번 역하기도 하였다.

베이징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지 10년 후

마테오 리치 신부 묘비문

인 1610년 5월 11 일，마테오 리치는 58세를 일 
기로 베이징 객리에서 서거하였다. 명의 신종 
은 그의 선교사업을 치하하는 유서를 내리고 

장지를 하사 하였으며 장례식에 황제의 신하 
들을 참석하게 하였다. 베이징을 비롯하여 
광둥, 난징，난창，상하이，쑤저우 등지에서 
많은 교인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프란체스코 사비 에르는 1552년 중국선교를 

계획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나 뜻을 이 

루지 못하고 상환다오에서 42세 젊은 나이로 

순교하였다. 그러나 프란체코 사비 에르가 순 

교한 해에 태어난 마테오 리치는 58년 만에 

그 뜻을 성취시켜 처음으로 중국 땅에 복음을 

알리는 일을 하였다. 그 후 기독교는 중국에 
서 명제국과 청왕조에 이르기까지 뿌리를 내 
려 120년 간 부흥 발전하였다.

1999년 8월 15일，

베이징 마테오 리치 묘 앞에서 이삼열

* 〈이삼열의 중국 이야기〉는 이번 호로마칩니다.

이삼열/중국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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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허 tK河南)성 탕허(唐河)에서 일어 난 일을 전합니 다.

지난 8월 23일 오후, 허난성 탕허현 서쪽의 작은 농촌 아을에서 31 명의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이 체포되 

었습니다. 이들은 타이완에서 온 쉬야보(徐亞伯) 목사와 또 한 명의 형제가 인도하는 지도자훈련과 기도 
모임으로 01틀 째의 수련회를 갖던 중01었습니 다.

그 중 두 명의 운전̂ I사는 심문을 받은 후 석방되긴 했으나 각각 인민폐 4천 위안(元)을 벌금으로 물었습 
니다. 난양(南陽) 공안국에 끌려간 29명은, 8월 25일에 허난성과 난양현 공안의 연합 심문을 받았고 각각 
핸드폰을 입수당했습니다. 팡청(方城에서 온 2명의 형제 자매는 석방되긴 했으나 공안에 의해 가택수색 
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01닥친 공안원들은 부모님과 어른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ᅵ고 
있던 어린아01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 ᅡ음대로 방을 뒤지고 수색하여 모든 돈과 값01 나가는 물건들을 가 
져가 버렸습니다.

등록을 원치 않는 가정교회의 집회활동은 당국에 의해 불법 종교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안의 수 
사를 받게 되면 벌금 이외에 최소 구류 2개월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지도층의 경우는 그 영향력의 대소에 
따라 최소 2년에서 10여 년의 구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의 교회와 가족들은 해외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 
도해줄 것과, 다음과 같이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의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전세계와 중국 당국이 그들의 호소를 듣게 되고, 갇힌 자들이 하루 속히 ?ᅡ족의 품으로 돌아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허난 팡청(方城) ： 장롱량，양엔쯔，정슈리엔，구이진，강진랑，양위환, 롱위언，장슈홍,

왕추안린，미지평，장화，우리，가오궈푸，딩슈잉 
o 중화복음회(中華福音團契) : 펑지엔궈，리위, 션이핑,장궈위，티엔이페이，왕자성，

리우샤오펑，리우샤오용，리우란팡，니우지 엔화，징융치，
리우위，리우화, 왕구이진，리우밍윈，덩리，지취엔 .

o 안후이(安徽) 리신(利辛) ： 장원상，순쯔궈，리우완민，위에총쉰
◊ 안후이 잉상(親上) ： 천짱샤，천샤오푸, 쉬지아화
◊ 허난 루산(魯山) ： 장시엔，왕신차이 부부 (왕신차이 형제는 1997년 3월에 체포되어 2년 6개 
월 동안 노동개조를 하고 풀려난 지 4일만에 다시 체포되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석방 후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새롭게 교제하기 위하여 이 모임에 참석하였었다.)

중국 가정교회 형제 자매 올림

※ 탕허 사건 발생 후, 공안국은체포되었던 지도자들중24명을석방하였다. 그러나 아직 7명이 석방되지 않고’있다.〔편집자주〕

출처/ 중국복음선교회 (CMI) 제공: htWMww.ccea.OQ.tw/~cmi/dĉ ^

번역/권수영 • 본지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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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대가들, 상하이에 포집1가다
세계 5백 여 다국적기업 수뇌들과 정계 지도자들이 금년 9월 %일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구를 방문하여 
미국「포춘(Fortune)」지가 주관하는 (Fortune 500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그 중 과거 상하이를 방문한 

적이 있는 일부 인사들에게도 이번 일정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건설된 푸둥•신 
국제공항의 첫 번째 손님으로 상하이 에 발을 디딘 이들은，프랑스의 명 설계사가 설계한 커 윈(客運) 빌딩으로 

들어가, 푸둥 동남단에 위치한 신국제공항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4백 여 명의 각국 기 업 지 

도자들은 ‘세계 최고급 호텔’ 인 푸둥 진마오하얏트호텔(金茂飢悅ᄎ酒店)에 투숙할 예정이다. 이 호텔은 중 
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진마오 빌딩(金茂ᄎ度) 꼭대기에 위치한 오성(五星)급 호텔로써, 8월 28일 성대한 
개업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상하이 국제회의센타에서 열리게 되는데，주요 회의는 4천 명 

수용 가능한 다기능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 국제회의센터 역시 상하이 텔레비전 방송국 탑과 인접하고，와 

이탄(外灘)과 황푸(黃浦)강을사이에 두고서로 마주보고 있는 최신식 건축물이다.

만약 이 세계적인 재계 거물들이 바쁜 회의 기간 중 틈을 내어 남서구 옛성 황묘(隆廟) 부근을 돌아다녀 본 

다면, 옛 상하이의 정취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관광객 전용 구역인 이곳에는 1개월 전부터 영업 
을 시작한 백여 개의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데, 서화, 고서，에나멜 인형, 다기 둥을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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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 초 「포춘」지는 98년도 세계 5백대 기업을 발표하였는데，1위는 미국의 제너럴모터스 

사가 차지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6개 중국(대륙) 기업이 포함되었는데，중국 기업 중 가장 우수 
한 기업은73위를 차지한중국 석유화공그룹이다. 97년도에는 4개의 중국 기업이 뽑혔었다.

「포춘」지가 올해의 연례회의 주최도시로 상하이를 선정하였는데，상하이는「포춘논단」이 중국 

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도시이다. 과거 4차례 열렸던 회의는 싱가포르，바르셀로나，방콕，부다페 
스트에서 개최되었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근래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행 
사 가운데 보기 드물게 성대한 행사로써，그동안 미진했던 상하이의 호텔업계에 큰 자극이 될 것 

이라 여겨진다.

최근 몇 년 간 상하이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평균 10%의 성장을 보였으나. 호텔 객실 수는 
무려 30% 이상 중가하여 공급과잉을 발생하였다. 푸둥 진마오하얏트호텔 사장 따이 이(戴毅)에 

의하면，과거 몇 년 동안 상하이 오성급 호텔의 평균 입주율은 80%에 이르렀는데，올 8월 후반에 
들어서 면서부터 하루 객실료를 100달러 이상 받는 곳은 없어졌다고 한다.

상하이 중국국제여행사그룹 비서실장 주어옌(朱鄂言)의 지적에 따르면，80년대에는 상하이의 
호텔 객실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현지 여행업자들이 하는 수 없이 일부 여행객들을 항 
저우(抗州) 등 가까운 도시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몇 년 사이 과다한 투자로 호텔의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져 경쟁이 상당히 치 열해졌다는 것이다.

상하이의 한 호텔업자는 포춘의 연례회의로 말미암아 대다수 오성급 호텔의 객실예약이 이미 

끝났다고 전해주었다.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재계의 대가들이 상하이에 운집하자，현지 호텔 
의 VEP급 객실은그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소식이 파다하다. 총 555개의 객실을갖 

춘 진마오하얏트호텔의 경우 이미 400여 객실이 회의에 참석하는 기업가들에게 예약되었고，나 

머지는 각국에서 취재 차 오는 사람들에 의해 모두 예약이 끝났다. 진마오하얏트는 푸둥 루자쭈 
이(陸家嘴) 상업금융구에 위치한 초호화 대형호텔로써 금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호텔이 위치한 88층짜리 진마오 빌딩은 높이 420미터에 달하는，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마천 
루이다. 이 호텔의 숙박료는 평균 US$150~l60로 상하이 호텔 중 으뜸이라 할 수 있고, 고객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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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즈니스 관계로 온 여행객들이다. 최근 1년 여 동안 상하이 

호텔의 숙박률이 그다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 

고，하얏트는 숙박료 낮추기 전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호텔 

사장 따이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서비 

스의 질을 희생시킬 수 없으며，오히려 고객들이 우리의 가격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도록 할 것입니다.” 호텔 경영주 측은 전면 
적인 개장 후 숙박률이 오히려 70%에 달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층칭(重慶)에서 태어난 따이 사장은 홍콩，대만, 영국, 스위스 
를 거쳐 유학하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다. 그에게 처음 주어 

진 일은 캐나다 벤쿠버 공항 하얏트호텔의 야간 웨이터였는데, 

이후 하앗트 그룹에 정식 직원으로 발탁되었다. 처음엔 홍콩 그 
리고 타이베이의 하얏트호텔로 차례로 파견되어 요직을 담당했 ’ 

다. 1984년 한국에 있는 하얏트호텔 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그는 
하얏트그룹 내에서 사장을 맡은 두 번째 중국인(화교)이 되었다. 

그는 말한다. “10여 년 전만 해도 다국적 호텔 그룹에서는 일반적 

으로 서양인만 사장을 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서양인은 호텔 경 
영을 해도 되고, 중국인은 무슨 이유로 안 된다는 말입니까?”

8천만 명 수용력 갖춘 무중 신공항

상하이의 호텔，여행업자들은 그들을 위해 더욱 많은 여행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푸둥 국제공항에 시선을 집중해 
야 할 것이다. 10 ■ 1 중화인민공화국 50주년 건국기념일 '헌납공 

사’ 인 이 신공항은，포춘 심포지움에 참석하는 기업 대표들을 위 
해 일단 먼저 개방한 뒤，10월 1일 정식으로 시작될 것이다. 신공 

항이 개방되면 상하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 도시 내에 두 개 
의 국제공항을 가진 도시가 된다. 푸둥 신공항은 32krrf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이는 홍콩 첩 렘콕 신공항 면적의 2배 반에 이르 

는 엄청난 넓이이다. 공항 면적 28만하를 차지하는 커윈빌딩은 
프랑스의 두 회사가 설계를 맡았는데，이 두 회사는 파리 드골 국 

제공항의 설계 장었쇄 참가했던 회사들이다.

상하이시 정부가 푸둥 공항을 건설한 주 목， 날마다 중가하 
는 상하이의 항공 여객 수송량을 덜어주기 ᅩ위함이다. 1996념 상 

하이시 여객'ᅵ수송량은 만 명 에 ,..확했으나, 황푸ᅵ? ■■서쪽0!  있
는 흥차오(虹橋) 공항이 매년 ^ •할  수 있는 여객 수송량은 960 

만 명에불과할 뿐이었다f  이래로 상는K이 항공*터객 ■수용 

량은 매부 평쪽 해/̂ 씩 f 가해절으나, y  어J 능  수요,  감당하기 
냈홍참오 공항의 수용능력온-도저히도]치5  못했다•... ^

푸둥 뉴할품 네 단계로 나누어^공사를 전행■해1왔다. 최종적으로



이제 곧 네 개의 활주로를 
포함하여 8천만 명의 여객 

수송량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급 공항이 완공될 것이 
다. 올해 10월 사용 개방되 

는 첫 단계 공정으로 매년 2 

천만 명의 여객 수송량 처 
리가 가능해진다. 첫 단계 

공사에 든 투자 총액은 120 

억 위안(약 US$14억4천만)

이었다. 한 가지 옥의 티가 

있다면，푸둥 공항으로 연 
결되는 지하철이 2005년에 

야 개통되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공항 셔틀버 
스를 타고 상하이 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이나 소요해야 한다는 점 이다.

푸둥 신국제공항이 개방되면 상하이와 외 

국 항공 간의 연계를 확장시키는 데 더욱 광 
활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콩•상하이 간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 강 
룽(港龍) 항공회사의 상하이 주재 수석대표 

인 궈훙닝(郭鴻寧)은，홍콩■상하이 간 노선의 
승객 수가 최근 몇 년 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 

며 이는 강릉의 중국대륙 노선 중 성장 잠재 
력이 가장 높은 노선이라고 말했다.

S 차 관광도시로 변모아는 상아이

과거 상하이는 사람들에게 ‘공업도시’ 라는 

인상을 주어, 여행업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상하이로 오는 여행객들은 주로 업무 

차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관광객들은 상하이 
를 화동지방의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 거쳐가 

는 중간 지점 정도로만 생각했다. 상하이 중 
국국제여행사그룹 비서실장 주어옌은“80년 

대 여행객들은 상하이에 평균 2，3일 정도 머 
물렀지만，최근 몇 년 전부터 여행객들의 체 
류시간이 하루에서 하루 반으로 단축되기 시 

작하더니 다행히도 최근에는 안정되기 시작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궈훙닝은 “과거 강릉 
의 모든 홍콩-상하이 간 노선의 승객은 비즈 
니스맨들이었는데, 1997년 하반기부터 관광 
객 이 점차로 중가하더니 현재는 약 10% 가량 

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상하이 박물관，가극원 둥 문화 시설의 계속 
적인 완공에 따라，상하이시 관광 관리부서에 

서는 상하이 관광의 특색을 ‘도시관광’ 이라 

고 정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마음 속에 고품격 
의 도시 이미지가 설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 

러나 주(朱) 실장은，근래 아시아 금융계 에 불 
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상하이 국제여행사 
가 받아들인 일본 여행객은 최근 1년 사이 
1/3 감소되었고，동남아 각국의 화폐가 평가 

절하 되어 중국대륙의 여행업계에도 막대한 

경쟁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그 
는 “올해 상반기 이 래로 우리 업무에도 반작 
용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객 수 
는 20%나 상승했지만，이 익은 이 에 상응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밝혔 

다.

출처/1■아주주간州週刊)j ,  1999.8.16-8.22 
번역/ 오연희, 김경아.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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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 슨  레일표 I 의  g ,  

장 사 ( 長 沙 )로  가 닥

상하이(上海)로 향하는 중국 동방항공. 음료 
수와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입국서류를 작성 

하는 등 정해진 순서대로 따르다 보니 벌써 
창 밖으로 도시가 보인다. 장강(長江)이라 여 
겨지는 강 가운데에 커다란 배들이 떠 있고， 
멀리 드문드문 높은 건물들이 보여서 바로 이 

곳이 상하이구나 생각하였다. 이렇게 가까웠 
던가? 145년 전 허드슨 테 일러 선교사가 6개 
월이란 오랜 여행 끝에 도착했던 상하이에， 

겨우 두 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도착하다니!

공항에서 다시 목적지인 창사(長沙)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비행기 연결편을안내하는 곳이 있었다. 안내 

원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 
다. 준수한 청년이 우리 모두를 일렬로 세운 
후 국내선까지 안내해 주었다. 비행기 표는 
주지 않은 채…. 하여간 따라오라니까 우리 
모두 그를 따라갔다. 문을 여럿 지나니 정말 

국내선 대합실이 나온다. 깨끗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마치 한국의 고속버스 
터미널 같았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착륙하

고 있었는데，가끔씩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오 

지만 비행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옆에 앉은 

노부부가 창사로 가는 표를 들고 있길래 이들 
을 따라 연착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비 

행기는 중국인들로 만원이었다. 음료수 한 잔 
을 마시고 나니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창사 

에 도착했다. 45년 이상을 중국에서 일하고 

다시 열한 번째 중국 방문에 나선 허드슨 테 
일러가 상하이에서 출발, 이틀 동안 기선을 
타고 도착한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난 이곳 창 

사에 우리는 싱겁게도 두 시간도 못 되어 도 

착하였다. 정말 빨리 올 수 있는 곳이구나. 이 
렇게 가깝다니.

교육도시 상사

창사 시는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약 한 시 
간 떨어진 곳이다. 서울의 강남구 넓이에 상 

강(湘江)이 남북으로 흐르고，이 강의 좌우에 
도심이 발달한 교육도시이다. 상강은 동정호 

洞庭湖)로 흘러들고，바다와 같이 끝이 보이 
지 않는 이 호수는 여러 개의 지류들과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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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으로 흘러든다. 작년 홍수 때 하루 저녁 

만 비가 더 왔어도 강이 범람할 뻔했단다. 여 
름에는 매우 습하고 덥지만，겨울에는 장강 

이남에 난방을 금지한 정부 시책 때문에 추위 

를 이겨내기가 수월치 않다고 한다. 창사시 
인구는 200만 명이고，이 도시가 속해있는 후 

난(湖南)성의 인구는 무려 6천만 명이다. 우 

리 나라 남북한을 합친 인구에 버금간다. 새 
로이 지어지고 있는 고층건물들과 오래된 가 

옥들이 섞여 묘한 느낌이 드는 도시이다.

창사는 예로부터 교육도시이다. 중국의 4 

대 학당 중의 하나인 악록서원(岳麓書院)이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 
다. 송(宋)대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계속되 

어 온 중국 사상의 근원지이다. 현재에도 이 

도시에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점대학에 
포함되는 후난대학교와 후난공과대학이 있 

다. 또한 후난사범대학과 경상대학이 있어， 
외국인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도서관，학생회관，기숙사 등 한국의 대학교 
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창 밖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는 속옷들을 제외하고는…. 3，500명의 

의과대학생이 있다는 후난의대는 미국의 예 
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한다. 건물이 

크고 수많은 환자들이 북적대는 이곳은 장강 
이남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이다.

대학 주변의 시장에는 특이하게 개구리와 
뱀이 많이 눈에 띄었다. 한참을 구경하는데 
한국말이 들린다. 이곳에 LG 텔레비전 공장 

이 생기면서 파견된 직원들의 부인들이었다. 

인터넷 상에는 후난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없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곳 창사에는 LG뿐 

아니라，금호 타이어의 간판도 눈에 띄었다. 

나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무엇인가 질 
문하는 중국 아저씨의 모습에서, 우리와 너무 

도 가깝고 흡사한 문화에 살고 있는 그들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 저는 광둥(廣東)에 
서 온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에서 왔어요. 비

행기 타고 4시간 걸려서…：’ 그 아저씨는 여 

전히 나를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온 중국인으로 알고 있었다.

미국 열중은 害고
전국적으로 영어 열풍이 대단하다고 들었는 

데，이곳 역시 그 열풍이 대단하여 영어로 이 

야기하는 카페가 있다 하여 찾아가 보았다. 

우리는 외국인이라 돈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한 테이블에서 7，8명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책들 

을 읽으며 상상해 본 중국 청년들 모습과 다 

르지 않았다. 왜 창사에 왔느냐고 처음 묻는 
다. 장자제(張家界: 무릉도원)와 여러 곳을 관 

광하기 위해 왔다고 대답하자 자기들의 관심 
거 리를 이야기한다. 중국 여자 축구가 미국에 
패한 이야기，한국의 남북한 대치 문제，미국 

대통령 클린턴에 대한 의견，한국과 중국의 
경제 문제 둥둥 무엇 하나 모르는 것이 없다. 

이곳이 죽의 장막이 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 

도로 여러 사건들에 대해 그들은관심이 있었 
고，또한 알고 있었다. 이런 지적 호기심이 어 

디서 오는 것일까? 특히 한 청년은 정부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세계은행 (World Bank) 사업 

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에도 여러 번 다녀왔단 

다. 똑똑한 청년이었다. 중국의 위안화(元貨) 

평가절하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확실 
한 의견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대국인으로서 의 자신감을 가진청 

년들이었다. 약간 비판적인 청년도 있었지 
만….

최근 이 도시 에도 미국 상점들이 상륙하기 
시작했다. KFC와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들이 
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다.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는 평화당 백 

화점 안에 있는데, 이 백화점이 개점하는 날 
3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단다.이른 아침 강변 

에서 춤과 체조, 가벼운 운동 둥으로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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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움직이던 수많은 노인들의 모습과 어우러 
져 이곳 사람들의 숫자에 중압감을 느낀다. 

인해전술，그것은 무서운 전술임에 틀림이 없 
다. 한 성(省) 안에 우리 나라의 남북한 인구 

가 합쳐진 수의 사람들이 사는데，그들이 기 
도한다면 과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

장사로 가면 마오쩌등이 보인다?
그러나, 이곳은 엄연한 공산주의 국가였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커다란 동상이 학 

교 중심에 자리잡고 있고，곳곳에 제복을 입 
은 공안원들이 뭘 찾는지 열심히 둘러보고 있 
다. 우리 나라에는 학교 안에 경찰이 들어오 

지 않는데，이곳에는 왜 이리 공안원의 숫자 
가 많은지. 몇 년 전 중국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었던 옌따(嚴打)와，문화혁명 당 

시 홍위병들의 모습이 상상되어 이 민족의 아 
픈 역사를 실감하게 된다. 실제로 창사 시에 
서 남쪽에 위치한 상탄(湘潭) 시는 마오 주석 

이 태어난 곳이다. 혁명의 주체세력이 후난 
출신들이라，부주석을 지낸 류샤오치(劉少 
寄)의 생가와 더불어 곳곳이 관광지로 변모한 
혼적이 보인다.

이곳에서는 마오 주석 이 신(神)으로 숭상되 
고 있다. 그 이유는 마오 주석의 동상 제막식 

이 겨울에 열렸는데 봄에 피는 두견화가 만발

하였고, 제막식 때 해와 달이 동시에 보였기 
때문이란다. 마오의 사진은 상당히 비싼 가격 

으로 귀중하게 취급되고 있는데，작은 동상을 
사는 경우에만 같이 판매된다고 한다. 이것이 
가장 기념이 될 것 같아서 구입하였는데，붉 
은 천으로 정성스럽게 싸 주는 점 원의 모습이 

마치 0f주 귀한 것을 하사하는 임금님처 럼 위 
엄있어 보였다.

점심식사를 하였는데도 마오의 생가에는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 대신 I960년 경 마오 
가 그 측근들도 모르게 일 주일을 쉬어 갔다 

는 별장으로 안내했다. 당시 소련의 건축법을 
받아들여 지진에도 견고하게 지어졌다는 나 

직한 건물 내에는 마오 주석의 사진과 집무 
실，회의실 등이 보존되어 있다. 서구식 화장 

실과 욕실뿐 아니라, 두꺼운 철판으로 칸막이 
가 된 방공호도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곳 

에서 군을 지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오의 부인이었던 장칭(江淸)을 위한 방도 

만들어졌지만 그녀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 
단다. 여러 관문을 통과한 우리는 드디어 마 
오쩌둥의 생가에 도착하였다. 하늘에서 보면 
산의 모양이 용과 같은데，그 머리 부분에 마 
오의 생가가, 그 꼬리 부분에 류샤오치의 생 

가가 있단다. 소지주의 들로 태어난 마오는 
키가 크고 준수하여，어릴 적부터 유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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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생가는 마치 우리네 시골의 고가(古 

家)와 같은데 그 안에도 역시 공안원이 감시 
하고 있었다. 우리를 수상히 여겼는지 안내원 

에게 누구냐고 묻고，그 곳을 떠날 때까지 우 
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우린 관광 왔어 
요. 그렇게 무섭게 쳐다볼 필요는 없는 것 같 

은데….’ 마오의 생가에는 신전을 모시는 정 
문 벽 제단에 아무 것도 없다. 공산주의는 수 

많은 중국인들이 가정에서 모시던 우상들을 
없애 버 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의 생가에 

는 마음에 평안을 가져온다는 신이 모셔져 있 
었다.

창사에서 기차로 약 2시간을 타고 가면 북 

쪽 위에양(岳陽)이라는 도시에 연하여 동정 
호가 있다. 수많은 시 인들이 동정호반에 있는 

악양루에 올라 시를 쓰고 읊었다는데，동정호 
는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컸다. 작은 
배로 약 30분 정도를 달리니 동정호에 떠 있 

는 작은섬 쵠산(君山)이 나온다. 예로부터 차 

로 유명한 이 곳에서，우리 모두는 물 속에 넣 

으면 찻잎이 찻잔 바닥에서 일어서는 특이한 
차를 샀다. 차의 맛도 좋은 것 같다. 아무리 호 
수가 크다고 해도 바람이 없고 더웠다. 이모 

작 농사가 되는 아열대 지방이 틀림없는 것 
같다.

어드슨테일러의

마지막 기도가 살아 있는 곳
창사 시에는 남쪽과 북쪽에 두 개의 삼자교회 

가 있다. 남쪽 교회는 허드슨 테 일러의 영결 
식이 열렸던 교회인데，주일에는 앉을자리가 
없을 정도로 신도 수가 많다고 한다. 운좋게 

도 자리를 잡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성 
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먼저 한 남자 
성도가 시편으로 생각되는 성경 구절을 읊조 
리고 성가대가 ‘빈들에 마른 플같이’ 를 찬양 

했다. 조금 있다가 어린이들이 나와서 시를 

암송하고 찬양을 하였는데，어린이를 가르치

는 두 명의 선생님은 매우 능숙했다. ‘찬미 
가’ 라고 씌 여 있는 찬송가는 숫자 악보로 표 

시되어 있는데 모두들 잘 부른다. 계속해서 
설교를 필기하시는 할머니，젊은이들. 교회당 

은 더웠지만 깊은 신앙의 역시를 가진 듯한 
분들이 많이 보였다.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고 

계셨다. 그 깊은 움직 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내게는흥분이었다.

북쪽 교회에서는청년 집회에참석하였다.

‘예수 사랑해요’ 를 부르는데 우리는 한국말 
로，그들은 그들의 말로 부르는 기운데 홍분 

과 감동이 밀려들었다. ‘주님 이십니다. 이같 
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속과 이들 

의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십니다: 이 교회는 양로원과 고아원을 운영 

하고 있으며，성탄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 예배를 드린단다. “주님을 찬양합 
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악록산에는 스 
키장의 리프트 같은 시설이 있어서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뿌연 매연 사이로 도시 전체가 보 
였다.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기도제목 
들이 머리를 스쳐갔다. 기도하는 D]음으로 찬 

양 가사들을 음미하면서 소리내어 불러보았 
다. ‘그렇군요. 이 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쉬 
지 않으시는군요.’

도심 에 있는 천심공원 안에 높은 정자가 있 
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죽기 직전에 기도했던 

곳이다. 50년 중국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기 
도했던 그의 열정이 느껴졌다. 이곳에서 우리 

도 동일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찬양 
하였다. 오늘 그를 대신하여 이 곳을 위해 기 
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너무도 감사 

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뒤에 서서 그분의 
일에 감동하고 찬미하는 일은 더위와 설사와 

고열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주님이 주신 은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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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50주 년 을  맞아

중국 대륙 전체가 몇 달 동안 건국 50주년 기 

념행사를 준비해 왔다. 포 대회 이틀 전인 9월 

28일부터 1주일 동안 중국 전체에 공휴일을 

선̂ 하고, 각종 대형 행사를 치루었다. 이 글 

에서는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행사의 의미보 

다는, 50년이 지난 중국의 여러 모습에 대해 

■̂펴보면서. 미래의 중국을 함께 내̂ ᅡ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건국 50주년 기넘행人I의 이모저모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 기념행사가 10 

월 1일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서 펼쳐졌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둥

당 • 정 • 군 최고 지도자들과 50만 명의 군인 

과 학생, 시민들은 오성홍기(五星紅旗)가 게 

양된 텐안먼 광장에서 정복 차림의 군대와 번 
쩍이는 첨단무기를 선뵌 군사 퍼레이드를 지 

켜봤다.

15년 만에 재현된 군사 퍼레이드에는 수백 
대의 탱크와 장갑차，함대，지대공 미사일 외 

에 핵미사일까지 등장했다. 이번 군사 퍼레이 
드에는 해군육전대(해병대)，무장경찰 특경 
부대，예비 역부대 등이 처음 참가했고，자체 
제작된초음속 ‘페이바오(飛豹)’ 폭격기, ‘젠 

홍(纖蟲)-7 ’ 폭격기 등 많은 첨단 무기와 장비 
가 최초로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공개된 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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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의 각종 지상장비와 132대의 각종 비행 

기 중 최초로 선보이는 신형 무기와 장비가 

95%에 달했으며，그 대부분은 중국이 자체 제 

작한 것이었다.

장 주석은 축사에서，**마오쩌둥(毛澤東) 주 
석은 50년 전 이 자리에서 신 중국의 성립을 

세계에 알렸으며, 15년 전 덩샤오핑(部小平) 

동지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를 향하여 

개혁 개방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 을 선언 
했다. …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에도 당의 

기본 이론과 노선을 견지하여 중국 특색의 사 
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어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 
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에 이어 대만과 

완전한 조국통일을 이룰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평화독립 외교원칙을 견지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 협 력관계를 발전시 

킬 것이며，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 정 
치질서를 위해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세계 다 

극화를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장 주석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 

오쩌둥 사상，덩샤오핑 이론의 기치를 높이 

걸고，원대한 목표를 향해 행진，번영되고 강 
하며 민주적이고 문명화한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 이라고 선언하고，“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r 등 만세삼창을 외쳤 

다.

공산당 기관지인「인민일보(A民 日報)」는 

‘공산당이 통치한 지난 50년은 중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장이었으며，중국 인민들이 지금 
처럼 세계 만방의 주목을 받은 시절은 없었 
다’ 고 자화자찬했다. 또 ‘장 주석을 핵심으로 

한 집단 지도체제는 높은 이상과 확고한 결단 

력，걸출한 리더쉽으로 무장하고 있다: 고 말 
했다. 그러나 일부 홍콩 언론들은 ‘중국 공산 

당 지도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성장에 

걸맞는 민주화를 이룩해야 할 것’ 이라며, ‘앞 
으로 선거 외에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고강조했다.

이날 50주년 기념식에는 리펑(李鹏)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주릉지(朱銘基) 총리 등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으며，각국 외교，군사 사절단과 
해외화교 등도 참석，행사를 참관했다. 또 이 

날 오후 텐안먼 광장에서「조국이여，그대를 
축복한다!」란 주제로 약 10만 명의 인사•가 참 

가하는 성대한 경축 음악회를 개최했다.

오늘닐의 중국ᅳ경제 . 정지적 방면에서
1978년 당시 최고 지도자로서 첫발을 내 딛기 

시작한 새 혁명의 주창자 덩샤오핑은 계급투 
쟁이 아닌 경제 현대화에 역점을 두었다. ‘실 

사구시(實事求是)’ 를 추구하여 중국의 8억 
여 농민들에게 사농(私農)을 허용했으며, 사 
기업 제도도 실시하였다. 중국은 20년 간의 

통제된 실험을 통해 자본주의와 일정한 간격 

을 유지하면서 그 기본원리를 서서 히 도입했 
다. 중국은 덩이 개발한 특이한 혼합형 사회 
주의적 시장경제 덕택에 일종의 고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90년대 세계시장을 
휩쓸던 핫머니(초단기성 투기자금)의 격랑도 

피할 수 있었다.

(1) 경제적 난관
건국 5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여러 문제를 안 
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에 의한 공산주의 

를 표방히는 동시에 마르크스 경제이론 대신 

시장경제 제제를 견지하고 있으며，비능률적 

인 국영기업을 과감히 해체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막대한 실업자 문제에 고민하고 있 
다. 또한 대외무역이 국민총생산(GNP)의 

40%를 초과하고，외자도입이 경제성장의 원 

동력이 되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 

다.

마오쩌둥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한 

다.’ 는 전략으로 장제스(蒋介石) 와의 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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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승리했듯이，덩샤오핑은 농촌에서부터 그 

의 경제개혁을 시작했다. 이 정책을 이어서 
장쩌민 주석 또한 중국 정부가 농민들에게 맡 

긴 농지를 한동안 회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 

여 농촌 개혁을 지지하였다. 인민공사가 해체 
된 후 2억 5천만 명이었던 농촌의 절대빈곤 

인구는 1998년 4천 2백만 명으로 줄었다. 그 

러나 아직 4천여 만 농민은 가난하며 또 9억 
의 농민 중 1억 6천 만 명 가량이 남아도는 인 

력이다.

(2)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문제

개혁 대상에 오른 75만 개의 국유기업들은 그 
안에 학교，주택，병원 등 모든 것을 갖춘 하 
나의 사회이다. 이러한 국유기업들이 고비 

용 • 저효율에 시달리며 적자를 내는 상황이 
계속되자, 금융기관의 부실을 우려한 당국이

본격적인 개혁에 나섰다. 92년 이전엔사회주 

의의 틀 안에서 활로를 모색했지만，92년 이 
후부턴 주식제 도입 등 소유제의 개혁을 통한 
체제개혁의 시도가 과감히 이뤄졌다. 97년부 

터는 중점 ■ 대형 국유기업은 정부가 집중 지 
원하고，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국유기업은 과감히 매각，처 리하는 방안이 
시도 중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이 본격화되면 

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효율을 높 
이기 위한 ‘샤강(下阔: 정리휴직)’ 의 발생이 
불가피하여 대부분 서민의 삶도 더욱 어려워 

졌다. 지금까지 발생한 샤강자는 적게는 8백 

만，많게는 1천 5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업 
사태로 빚어질 사회적인 혼란을 막으려면 민 

주화，즉 국민들이 직접 개혁의 과정에 참여 

하여 이후 개혁이 모두 당의 책임이라고 전가 
하지 않는 주인의 식 이 중요하다고 한 평론가 

는 말하였다.

9월 19~22일에 열린 공산당 제 15기 중앙위 
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는「국유기 

업 개혁과 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과，타이완(臺灣) 문제와 파룬궁(法 
輪功)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또 당초 3년으로 계획한 ‘국유기업 개혁문제’ 

에 대한 일정조정과 속도조절 문제，그리고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국유기 
업의 개혁과 발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 을 내리고,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 
전에 관해 필수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방 
침’ 도 세웠다.

(3) 정치, 정책 방면의 문제

중국은 ‘공산당은 중국 사회주의 사업의 지도 
적 핵심’ 이라고 당헌에 못박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국가와 당 
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의 최종결정권을 쥐고 
있으며，당 • 전 • 군의 인사권도 장악하고 있 
다. 공산당은 또 성(省)ᅳ현(縣^ 향(鄕)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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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직에 맞춰 각급 당 위원회를 구성, ‘건 
의’ 라는 형식으로 해당 행정기관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당정 분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정 이중구조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경제 
개혁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비난 때문이 

었다. 당정 분리를 통해 공산당 일당독재를 
종식시키고，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열망 

이 89년 학생들이 주도한 천안문 사태로 이어 

진 것이다. 천안문 사태 이후 전국적 차원의 
정치개혁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지난 

해 공산당 일당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최초의 

야당인 ‘중국 민주당’ 이 창당되면서 정치개 
혁 논의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은 지 

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와 공산당의 독재적 
지도 아래 나타나는 인권탄압과 비민주화로 

인해 서방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필요에 따라 계속 군사력을 중강할 
것이다. 특히 대만문제와 영토수호에 있어서 

중국은 군사력 발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최우선 국가적 사업인 경제발 
전을유지하기 위해서는주변정세의 안정, 특 

히 평화유지는 중대한 명제가 되는 것이 틀림 

없다.

(4) 사회방면의 문제

도시와 농촌간, 또는 농촌 내부 간의 빈부 격 
차도 매우 심하다. 97년 농촌의 1인당 소득은 

2,090위안(元)이었으나 도시는 5,160위안이 

었다. 따라서 농촌의 유휴인력들이 무작정 대 
도시로 상경하면서 여성들은 유흉가로, 남성 
들은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78년 3억 7백 44만톤이던 중국의 식량생산이 

97년 4억 9천 4백17만톤으로 늘었지만，인구 
또한 급속히 중가하고 있다.

98년 말 통계로 현재 중국의 인구는 12억 4 

천 8백만 명인데, 인구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도시에서는총명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지만

형제자매, 가족에 ■대한 개념이 극히 희박한 
‘샤오황띠(小黃帝: 작은 황제)’ 가 생겨났고, 

농촌에는 호적 에도 못 올라 의무교육，예방접 

종도 못 받는 ‘헤이하이즈(黑孩子: 무호적 
자)’ 가 1천 5백만 명 이상 양산되었다.

및는말
과거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하에 50년올 보내왔다. 80년대 말부터 

공산당은 시장경제를 도입했고，전체주의의 
틀을 깨고 개인소유를 헌법 에 명기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많은 문제도 생겨났지만 중국은 

소련처럼 붕괴되지도 않았고，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21세기에 거대한 

잠재 력을 발휘할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 

만 단기간 내에 중국이 민주국가나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겐 안 

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안정을깨는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는강한 제 
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적으로 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국식’ 자본주의，민주주의를 행할 것 
이다. 지금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데올로 
기보다는 각자 배불리 먹고 편히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중국 
에서 고층 빌딩과 주식열풍, 고급 승용차 등 

어느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스스로를 자본주의 
라 얘기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공산당이 민주 
주의적 요 소 를  도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향 
후 50년의 중국이，현재 그들이 자신있게 내 

다보는 광명한 중국이 될 지는 두고봐야 알 

것이지만, 자신의 틀을 여러 번 바꾸어서라도 
중국의 영화(榮華)를 위해 분투할 것은 틀림 

없다. 이것이 중국의 자존심인 것이다.

정리/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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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식N e N f 중 국
•혀병I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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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지하 기독교인 40명 체포

중국 경찰은 8월 24일 허난(河南) 

성의 한 가정집에서 모임을 갖던 
허난성과 안후이(安徽)성의 지하 
기독교 지도자 40명을 체포했다 

고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 
및 민주화운동정보센터가 밝혔 

다. 정보센터는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인사들 가운데는 지난 80 

년대부터 지하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으며，3년간 노동수용소 

에 수용됐다 불과 5일 전에 풀려 

난 왕신차이를 비롯해 최소한 4 

개 기독교단체의 지도자가 포함 

돼 있다고 전했다. 지하교회의

중심지인 허난성에서는 지난 10 

개월간 지하교회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계속돼 1주일 전 
에도 8명이 체포됐다.

(베이징 APDPA연합 99.8刀 )

중국 공안, 탈북자 도운
한국인^사  등 구금

지린(吉林)성 창춘(長春)과 옌벤 
诞邊) 조선족 자치주 옌지(延吉)

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해 온 한국 
인 목사 2명과 사업가 1명이 중 

국 경찰 당국에 체포돼 20일 이 

상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전모(40) 박모(39) 씨 등 목사 
2명은 8월 21 일 자신들이 보호하 

고 있던 탈북자 13명과 함께 창 
춘에서 연행됐으며，사업가 강모 
(40)씨와 조선족 1명은 같은 날 
엔지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 

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연행된 
목사의 가족이 이를 신고해 옴에 

따라，중국 외교부측에 내용확인 

과 체포된 한국인들의 신변안전 

및 조기석방을 요청했다고밝혔 

다. 이에 중국측은 확인한 뒤 통 
보해주겠다고 답변했다고 대사

중

국 
IH

CO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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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은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이 
날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 차 
원에서 중국 당국에 항의하고 조 

사 이유를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이 
들과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고 있 
다면서 한국인 3명은 목사와 사 
업가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딩국은 처음 60여 
명을 연행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날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99.9.11)

구금 한국인 목사 석방

지린성 창춘에서 중국 당국에 의 
해 한달 남짓 구금 • 조사를 받아 

온 전영수，박인식 씨 등 목사 2 

명이 9월 17일 석방됐다고 외교 

통상부가 밝혔다. 전 씨 둥은 구 
금 기간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가 

혹행위를 받은 적은 없으며，따 
라서 현재 이들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 

측은 이들을 풀어주면서 한국인 

들이 중국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 
다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

I 졌다. 이에따라외교부는관계 
부처 에 중국을 여행하는 한국 국

민，특히 종교인들의 중국내 포 

교활동 자제를 계도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한겨레 99.9.18)

중국 등 종교자유 침해국 선정

미국 국무부는 중국, 이란，이라 
크, 미얀마，수단 등 5개국을 지 
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각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분류 
했다고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 

인이 말했다. 루빈 대변인은 종 
교의 자유 침해국으로 지정된 국 

가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으나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 

장관은 아직 제재에 대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다만 
미국은 이들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처음으로 국별 종교의 자유 실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 지난달 발 

표하면서 중국은 미등록 종교의 

활동을 용인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종교의 자 
유법을 통과시켰으며，이에 따른 
종교의 자유 침해국 지정은 이번 

이 처음이다. 이 법은 미국 행정 
부가 종교의 자유 침해국으로 지 

정된 국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외교적 항의와 외교 거 

래 중단에서 수출인가 제한과 국 
제기구의 차관 제공에 대한 비토 

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외교적 제 

재 7가지, 원조 또는 경제 제재 8 

가지 등 모두 15가지의 제재 수 
단을 규정하고 있다.

(동아 99.10.8)

정 치 • 군 사 ■외교

대만 ■̂진,

사망 • 실종 최소 2,200명 넘어

‘9 -21 대지진’ 이후 대만에서는 

리 히터 규모 6.0 이상의 여진 8회 

를 비롯해 7,400여 차례의 지진 

이 이어졌다. 리덩후이(李登輝) 

대만총통은 25일 대만 전역에 6 

개월 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6일 현재 스사망 2，060명 스부 

상 8,672명 스실종 매몰 189명으 

로 공식집계되었다. 아파트는 
6，100동이 파괴됐고 5,398동이 

손상됐다. 대만으로 파견된 한국 
119 구조대가 24일 매몰된 지 87 

시간 된 6세 소년을 구출한 데 이 

어，대만 구조대는 26일 매몰 130 

시간 만에 20대 형제 2명을 구출 

했다.

(타이베이 외신종합연합 99.9.27) 

후진타오,

중국 ^서열  2위로 승격
후진타오(56) 중국 국가 부주석 

이 군서 열 제2인자로 공식 지명 

됐다.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후 

계자로 널리 알려진 후 부주석은 
이 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원 
회(CMC) 위원에 2명의 군사위원 

을 승진 발령히는 행사장에서 3 

명의 부주석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됐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9월 초 베이징에서 열린 당 중앙 
위 전체회의에서 후를 부주석으

로 임명했으나，이미 부주석직에
ᅵ. ᅳ ᅵ ᅳ …ᅵ.ᅳ—ᅵ ᅳ … 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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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왕넨이나 츠하오톈보다 

상위직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날 행사 

장에서 장 주석은 장 부주석을 
두 번째로, 그리고 츠를 세 번째 
로 소개했다. 장 주석이 부주석 3 

명을 이 순서로 소개한 것은 후 
부주석이 장. 츠 부주석보다 상 

위직 부주석 임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장에서 후 부주석이 첫 번째 

로 소개된 것은 후가 장 주석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분석 
가들의 추론을 확인하는 것이다. 

(베이징 AFP연합 99.9.30)

장찌민, “소수민족 분리주의 

행동단호대처”
장쩌민 국가 주석은 중국내 소수 
민족들의 비애국적 종교 활동과 

분리주의 행동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주석은 9월 

30일r인민일보(A 民曰報)」에 게 

재된 연설문에서，“중국은 오랫 

동안 국가 통합을 이룩하고 민족 

분리주의를 봉쇄하는 것을 정치 
적 과제로 삼아 왔다:’ 며 종교를 

가장한 분리주의는 용납하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방세계는 중국을 분열시키고 
서방화하기 위해 소수민족 및 종 

교문제를 조장하는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주석 

은 특히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에서 개최된 소수민족 회의에서 
낭독된 이 연설문에서,“세계의 

많은 종교 갈등과 전쟁은 다름이' 

닌 민족 문제에 대한 외세 개입 

과 미숙한 대웅에서 비롯되고 있

다：’ 고 지적，세계 민족 분쟁을 
둘러싸고 외국세력의 개입이 늘 

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문화 99.10.1)

지진 불구, 대만 경제 전망 밝다

대만 경제는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경 
제하부구조(인프라) 및 건설분야 

에 대한 자금 투입으로 경제가 
조만간 활력을 회복，지진 참사 

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 신용평가회사인 S&P가 밝혔 
다. S&P는 이날 대만 지진 영향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으로 대만 

이 입은 건물 피해 및 산업생산 

손실액은  올해 국내총생산 
(GDP) 예상치의 0.2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P 

분석가인 존 베일리는“심각한 
지진피해를 입었음에도 대만 경 

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는 낙관 
적” 이라면서, “이는 대만 정부가 
투자와 경비지출을 늘림으로써 
내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 이 
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5.74%에서 5.5%로 하향 조 

정한 대만 당국은 이번 지진 피 
해 복구 및 구호비로 최소한 2천

500억 대만 달러(미화 78억 7천 

만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한국 99.10.6)

중국 외교부장 방북,
복중수교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탕자쉬안 

(唐家游) 중국 외교부장 일행이 
10월 6일 북 • 중수교 50주년 기 

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5일 평 
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탕 

부장 일행은 5일 간의 방북기간 

중 김정일의 중국방문 등 양국 
최고위 지도자의 방문 일정 둥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 
다.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 

은 91년 첸치천(錢其深) 전 외교 
부장의 방북 이후 8년 만이다. 탕 

부장은 평양 방문 중 백남순 외 
무상 등 북한 고위관리들과 회동 

할 예정이다.

(동아 99.10.6)

경제

디플레이션 대책 
실패 가능성 시인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 심화를 

막기 위한 재정 대책의 실패 가 
눙성을 시사했다고 영국의「파이 
낸셜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디플레를 
막기 위해 엄청난 예산 적자 부 
담을 감수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 
대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 

할 가능성을 상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이 비쳤다고 전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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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은“디플레가 인플레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면서 

정부의 디플레 대책을“지나치게 

낙관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2개월 간 디 

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지줄 

확대정책을 펴 올해 예산 적자가 
지난해 보다 2배로 늘어난 1천 
800위안(미화 217억 달러)으로 

확대됐다. 중국은 올해 당초 계 
획한 3천 410억 위안보다 크게 

늘어난 4천 15억 위안의 재정부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이중 
약 2천500억 위안은 만기가 된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층당 

된다.

(문화 99.9.9)

외국인 투자 유치 세계 2위
중국은 93년 미국에 이어 세계 2 

대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국(금액 
기준)이 된 이 래 지금까지 2위 자 
리를 안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 

면 80년 최초의 외국인 투자기 업 

이 진출한 이 래 99년 7월말 현재 
투자허가를 받은 기업이 33만 4 

천 개(누계)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총투자금액은(허가기준) 

5,948억 1천만 달러이며 이중 

2,889억 4천만 달러가실제로 투 

자되었다. 상하이 중권보에 의하 
면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중 
200개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외 
에 외국자본이용은주로금융 
차입 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정부 

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의 차관，

외국은행 상업차관, 국외 채권발 
행 둥이 금융차입의 주요 방법으 
로 98년 말 현재 중국이 외국으 

로부터 도입한 자금은 총 1,579 

건에 계약금액은 1301억 8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중앙 99.9.9)

연내 WTO 가입 어려울듯

중국의 연 내 〈세계무역기구 
(WTᄋ)〉가입이 어려울 전망이 

다 .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 ■ 중협상이 뒤늦게 재개됨으 
로써 앞으로 협상이 타결된다 해 
도，시간상으로 연내에 미 의회 

의 승인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 
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 
표부(USTR) 대표는 중국측과 
WTO 가입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간이 촉박하다：’며，중 

국이 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전 
시키지 않으면 연내 가입이 어려 

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중국 
의 연내 WTO 가입여부는 전적 

으로 중국측에 달려있다:’고 강 

조했다. 미 • 중 양국은 이날 지 
난 4월 협상 중단 후 5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다.

(한국경제 99.9.10)

금융기관 불량채권,
총 9천억위안달해

중국의 각종 은행과 신탁공사， 
중권공사 등 전국 금융기관이 안 

고 있는 불량채권 총액이 9천 억 
위안에 이른다고 중국 언론이 전 

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국 국 
내총생산(GDP) 3조 6천 189억 

위안의 25%에 해당한다. 특히 중 
국 4대 국책은행의 하나인 중국 

은행의 경우도 작년 말 현재 전 
체 대출총액의 10.29%가 불량채 
권이라고 자오안거(趙安歌) 중국 

은행 부행장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불량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중국은행 내부에‘금융자산관리 

공사 건립 지도 소조(小組)’ 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지 
도̂소조’ 를 만들었다며 중국은행 

금융자산관리공사를 곧 출범시 
킬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 99.9.13)

“위안화 가치 고수 희생크다:’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 고수를 위 
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으며 이 

때문에 아시아의 경제 회복을 돕 

는데 기 여했다고 상화이청(項懷 
誠) 중국 재정부장이 밝혔다. 그 
는 9월 29일 워싱턴에서 이틀째 
열린 54차 국제통화기금(IMF)-세 

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아시 

아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에도 

‘심각한 어려움’ 을 초래했으나, 

중국 정부는 아시아와 세계 경제 
의 견실한 발전을 견지할 수 있 
는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 
다면서그같이 말했다.중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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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 아시아 위기발생 당시 일 
부 국가들의 통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 

를 취하지 않았으며，이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상품을 중국에 비 
해 유리한 싼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서울경제 99.10.1)

세계 화상(華商)대회 
호주서 개최, 한국 첫 참가
정부와 국내 화교들이 국제 화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첫 무대는 10 

월 6일부터 호주 멜버튼에서 열 

리는 화상대회. 산업자원부와 한 
국화교경제인협회 소속 화교들 
은 이 대회에 참가하여 국제화상 

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활동을 벌 
일 계획이다. 91년 리판유(李光 

曜) 당시 싱가포르총리의 제창으 

로 창설된 이 대회는 격년제로 
열리는 세계 주요 화교자본가들 
의 모임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대회에 처음 얼굴을 내밀게 된 
다. 이 대회에는 유태인 자본과 

함께 세계 금융을 양분하고 있는 
국제 화상 2천 명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무르는 자본 
만도 수천 억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된다.

(동아 99.10.5)

남동부 산사태로 2백여 명 사망

태풍 웬디로 인해 중국 남동부에 
서 발생한 산시꿰로 220여 명이

사망했다고 관영 영자지「차이 
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신문 
은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지 

역 에서 웬디가 동반한 폭우로 산 
사태가 발생, 118명이 사망하고 
10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 

다고 전했다. 부상자도 6백여 명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AFP연합 99.9.7)

저소득층에 현금 지급
건국 50주년이색행사

4
중국은 10월 1일 건국 50주년을 
앞두고 저소득층과 공무원 등에 

게 652억 위안(한화 9조 1,200억 
원)을 풀기로 하는 등 행사준비 

에 한창이다. 중국 정부는 8,400 

만 명의 공무원 연금수령자 해고 

노동자 둥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로 했다고 CCTV가 보도했다. 큰 

행사를 앞두고 혹시 사회적 소요 
가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공 
무원 급여 인상분 둥을 합쳐 모 
두 652억 위안이 소요된다. 중국 
정부는 또 21일부터 행사 당일인

10월 1일까지 25개 이상 대도시 

의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에 대해 석유와 석탄을 쓰지 못 

하게 했다. 베이징 시내에서는 

지저분한 벽보를 뜯고 노점 수천

개를 철거 중이며，불량주택 철 
거와 개축도 진행 중이다.

(동아 99.9.8)

대수로 착공 ᅳ양쯔강물,

베이징 일대 공급

중국이 장강(長江)물을 베이징까 
지 끌어오는 대수로 공사인 ‘남 
수북조(南水北調)’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양쯔강 

물을 화북지방의 농공업 용수로 
돌리기 위해 후베이(湖北)성 단 

장커우(丹江□) 호수와 베이징 

위위안탄(玉淵潭)을 잇는 총연장 
l ，246km의 대공사이다. 총 548억 

위안(한화 8조 2천억원)을 들여 

2005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수 
로가 완성되면 베이징을 포함한 
화베이(華北)지방에 연간 145억 

톤의 물이 공급된다.

(동아 99.10.5)

푸지엔성 건국 이래 
최대 밀수人[건, 70명 구속

주퉁지 총리로부터 ‘건국 이래 
최대의 밀수사건’ 으로 지목받은 
‘푸지엔(福建) 위엔화(遠華)그룹 

밀수사건’ 의 파장이 시간이 갈 
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홍콩의 r명보(明報)」가 보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임 푸 

지엔 부성장도 이번 사건에 연루 
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현임 성 

위원회 부서기의 0ᅵ들도 이 사건 

으로 인해 중앙기율위원회에 구 
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 

난달 초 주퉁지 총리의 지시를 
받은 중앙기율위원회는 세관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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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안전부, 군(軍) 안전보위 
부와 함께 총 500여 명의 인력을 

동원, 이 사건에 대한 대규모 조 
사를 벌였으며 지금까지 모두 70 

명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구속 
자 중에는 현직 성위원회 부서기 
의 아들도 포함됐다. 공안기관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주범 위 엔화그룹 총재를 검거하 

는 데 수사력을 모0■고 있다. 

(중앙 99.10.8)

인권

건국 50년 앞두고 

대대적 사형 집행
중국은 10월 1일 건국 50주년을 
앞두고 범죄자들을 대대적으로 

사형에 처하고 있다. 후난(湖南) 

성 성도(省都) 창사(長沙)시에서 

유괴,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 
고받은 범죄자8명이 1천여 명이 

참석한 공개재판 후 즉시 처형됐 
다 고 「후난일보(湖南 曰 報)」가 보 

도했다. 지난 주에는 남서부 대 

도시 충칭(重慶)시에서 26명을 
대상으로 사형이 집행됐으며， 

남부 광둥(廣東)성에서는 건국 
기념일까지 238명의 범죄자를 

사형에 처한다. 중국은 건국 50 

주년을 앞두고，지난 7월부터 범 
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 

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다. 국 
제사면위 원회 (AI)는 이와 관련， 

중국 지도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무원칙 적 인 구금，고문，사형 집

행을 중단하고 법 집행과 사법 

제도를 개혁히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경향 99.9.29)

탈북자 인권 유린 실태

한국 측에서는 탈북자들이 굶주 

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 
은 만큼, 인권보호를 위해 탈북 
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 
다고 판단하는 반면，중국 정부 

는 이 문제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중국 • 북한이 다룰 ‘주권사 
항’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와 

중에서 한국의 비정부기구 
(NGO)들은 탈북 부녀자들이 인 

신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을 요구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 

월까지 남성 6,8기명과 여성 
21,100 명이 북한을 빠져 나왔다. 

식량난으로 탈북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인신매매와 연루돼 있는 
데，국경 근처의 인신매매꾼에게 

붙잡혀 팔려가거나 중국 열차역 
앞이나 시장 근처의 ‘인간 사냥 
꾼’ 에게 잡혀 팔려가는 경우가 
많다. 20세 미만의 북한 여성들 

이 5천 위안에 팔려 중국 오지의

조선족이나 한족과 ‘매매혼’ 을 
당하거나 유락업소 둥에 팔려 윤 
탁을 강요당하기까지 한다. 최근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강화로 이 
들을 도왔던 조선족조차 외면의 

몸짓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미 래 

를 더욱 암담하게 한다.

(문화 99.9.Z7)

한 •중관계

제주에 대규모 

차이나타운 건설 전망

9월 한 ■ 중 우호의 달을 맞아 제 

주에서 열리는 중국인 대규모 합 

동결혼식에 참석차 방문한 중국 
측 한 관계자는，“중국 베이징 영 
화제작소와 일본 소니사의 합작 

회사인 에버그린 관계자 2명이 

제주에서 차이나타운 건설을 위 
한 조사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버그린이 한 달 

전부터 비밀리에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중국 내 30〜 50개 투자회 
사를 모집，제주지 역 차이나타운 

건설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 

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계속 
중가하고 있어，차이나타운 건설 

실현율이 80% 이상된다:’ 면서 

"현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 
고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 이 
라고 말했다.

(한겨 레 99오9)

한 중 정상 회 담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희의 참석 및 뉴질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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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호주 국빈방문에 나선 김대 

중 대통령은 9월 11일 오후(현지 

시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한 • 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 

사일문제 둥 한반도 평화정착 방 

안을 논의하였다. 김대통령은 특 
히 한반도 냉전구도의 종식을 위 

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안정 

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번 정상회담 
은 현재 진행중인 북 • 미 간 미 

사일협상을 겨냥해 한국과 중국 
간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함으 
로써，북한의 전향적 인 자세를 

촉구하는 우회적인 대북 메시지 
를 보내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 
다. 또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 

가한  • 중양국의 공통된목표라 
는 점과，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양국이 공동노력한다는 원 

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99. 9.11)

한국 인터넷 벤처기업 중국진출

한국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잇따 

라 중국 진출에 나서고 있다. 업 
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국내

인터넷 벤처기업들의 시장 선점 

을 위한 합작 및 제휴방식 진출 
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인터넷 콘텐츠사업을 하는 복스 
텍 이 중국 R&R사와 공동으로 상 

하이시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데 
이어，중국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중국마을이 차이나 바이트와 제 

휴，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아이오션은 중국 화성 

경제무역 유한공사와 한 • 중 인 
터넷 합작희사를 설립키로 했다. 

(한국경제 99.9.13)

한 중 어 업 협 상  

실무협의 중국서 개최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실무협의를 재개하 
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월 13 

일 한 • 중 양국은 15일부터 사훌 

간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어업공 
동위 준비실무회의(과장급)를 개 

최해，지난해 11월에 서명한 양 
국 어업협정의 발효와 관련한 세 
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 양국은 지난 4월 서울에서 

고위실무협상을 열었으나，상대 
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조건 등 현안에 대한 의견차 
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 

었다.

(한국경제 99.9.13)

금호그룹중국진출 4년

1995년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한 
금호그룹이 진출 4년 여 만에 주 

요 사업부분에서 큰 성과를 올리 
고 있다. 항저우(抗州) 등 6개 지

역에서 여객운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금호고속은 지난 95년 10월 
첫 진출 이후 4년 연속 흑자행진 
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7년 초 

공장 가동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역시 생산 개시 3년여 만에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올라설 
태세이다. 금호그룹은 이에 따라 

타이어공장 중설과 함께 여객운 

수 사업을 중국내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선 99.9.14)

중국 주변국 호감도 조사서 

한국 1위
중국인은 주변국 중 한국을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달 일본 요미우리신문 

갤럽이 실시한 ■중 • 일 공동여론 
조사’ 에 따르면 중국인은 주변 

국 가운데 한국(68%), 러시아 
(65%), 북한(50%)，미국(48%) 순 

으로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그러나 중국인 50% 

와 일본인 46%가 상대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 
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는 4년 전보다 24% 포인트 늘어 

났고，미국에 대해서는 4년 전 

66%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문화 99.10.5)

정리/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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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부 사역자 미병신

“모든 것이 풍족해요:’

미얀마와의 국경지역 마을에서 온, 중년의 얼 
굴에서 삶의 풍파를 읽을 수 있는 징포(景頗)족 
농민 미 뻥신(彌幷新)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 
백하고 있다. 그는 자기 소유인 9무(歌)의 토지 

에 쌀, 밀，사탕수수 둥을 재배하고 있다. “1무 
당 1，200근(6001«)의 수확을 올리고 있으니 그 

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식구들이 
먹고 쓰기 에는 충분하며，또 시장에 내다 팔 것 
도 조금 있어요:’ 아내와 다섯 아이들을 위해 

손수 진흙 벽돌과 나무로 지은 그의 집은 온 가 
족이 꽤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에 층분했다.

그러나 미 삥신은 그저 평범한 농부만은 아니 
다. 농사일 의에 그는 잉장(盈江)현 삼자애국운

동위원회의 총무로，교회에서는 
장로로 봉사하고 있는，전임사역 
자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인 

물이다. 매 주일 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교회 에서 설교 

하는 것은 물론，산간지역에 흩어져 있는 121개 

교회를 두루두루 보살피는 사역 또한 그의 몫 
이다. 게다가 현 기독교협회가 주최하는 평신 

도 훈련반이 열리는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 
월 간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그 

다지 어려운 줄은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매우 
적극적으로 저의 사역을 지원해 주고 있답니 

다:’라며 아내 자랑에 다소 멋적어 한다. 그러 
기에 그가 수주일 동안 평신도 훈련반이 운영 

되는 교실에 머물면서，가끔씩만 자신의 식량 

을 가지 러 집에 들려도 별 탈이 없는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훈련반은 농한기 에 열린다. 바쁜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교회 활동을 중단할 수밖 

에 없는 실정이다.

윈난성의 대부분 농촌교회 사역자들과 마찬

중^  匿  찾아서 (19)

A K > 4  지 • 뜨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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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소 앞에 선 평신도 사역자.

주민들은 모두 라후(拉祐)족이다. 이 지역은 극 
도로 외진 곳이어서, 보통 길에서 10km 이상씩 
떨어져 있으며 걸어가거나 지프차를 이용해서 

만갈수  있다.

높은 아동 취악富

리자신(李札信)은 마을 초등학교의 교장이다. 

윈난성 기독교협회와 애덕기금회에 의해 세워 

진 이 학교는 주위 다섯 마을에서 온 274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리자신은 다반리 마 
을의 취학연령 어린이의 95%가 이 학교에서 공 
부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대부분이 6년 과정을 

모두 마친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 
고 있었다. 6년 과정을 마친 어린이들 가운데 
반 이상은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중학교 

에 진학한다. 이 러한 현상은 다반리같은 오지 

마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기 
독교인들의 교육열과 교장선생님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한 좋은 간중으로 남을 만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능업기술자 차야우

40대 초반에 검게 탄 얼굴을 지닌 차야우는 지 

방정부의 농업기술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반리 교회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다반리는

가지로 미 삥신은 그다지 많은 신 
학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19S5 

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3개 

월 간의 과정을 이수한 것이 제 
가 받은 신학교육의 전부람니 
다:’ 그래도 그는 그 때 받은 훈 
련이 설교를 하거나 훈련반에서 
신약을 강의할 때 큰 도움이 된 

다고 고백한다.

S 은 손害의 
여성사역자 리루더

리루더(李路德)는 신학적으로 잘 훈련된 젊은 
여성사역자이다. 리쑤(棵粟)족인 그녀는 1992 

년 윈난성 신학교를 졸업한 후 윈난성 남서부 
지역교회 사역자를 양성하는 룽촨(龍川) 평신 

도 훈련반의 전임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생활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 훈 
련반에 있는 일곱 명의 교사들은 모두 윈난성 
기독교협회가 그들을 위해 구입한 토지에 의존 
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유채 

꽃과 겨울 밀과 각종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 뒷 
뜰을 보여주며，여기서 나오는 결실로 학생들 
과 교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다고 하였 

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으며 날마다의 노동은 

그녀의 손1•을 검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직 안 

수를 받지 않았다. 현 기독교협회는 지금 그녀 
의 안수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다반리 마을은 아시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 

게는 환상적인 곳이다. 윈난성 남서부 란창현 
의 구릉지대에 자리한 이곳은 대나무와 사탕수 

수가 우거져 있으며, 대나무로 만들어낸 발코 
니와 담쟁이 넝쿨이 보는 이의 탄성을 자까•내 
게 한다. 또한 다반리 마을은 기독교 마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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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주일만 되면 
근처의 마을로부터 많은 신도들이 이곳 교회로 

몰려든다. 붉은 열대꽃에 둘러싸인 간단한 석
조 건물인 교회는 마을을 내려다보는 작은 산 

위에 우뚝 솟아 있다. 차야우는 주일 아침，정 

오，저녁 예배는 물론，평일에 열리는 성경공부 
및 기도회 등 모든 교회 활동을 조직하고 준비 

한다. 현에 있는 유일한 목사님이 다반리에 있 
지만，주위 산간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천 
여 라후족 신도들에게 설교하러 늘 여행을 다 

녀야 하기 때문에 다반리에 머물 시간이 거의 
없다.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상활동을 원만하 

게 되게 하는 데는 차야우의 역할이 결정적이 
다.

교회 진료소 책임자 두안산

다반리 마을의 또 한 명의 젊은 신학교 출신인 
두안산(段珊)은 조용한 성격의 자매로, 교회 사 

역은 하지 않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조그만 진 
료소를 책임지고 있다. 한 달 간의 기본적인 의 
료훈련을 마친 그녀는 이제 감기나 설사 같은 
간단한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이 
다. 진료소는 단순한 목조와 짚으로 만든 지붕 

으로 덮여 있는 간단한 건물이지만 아주 깨끗 
하게 정돈되어 있다. 진료소 내부에는 세 개의 
병상, 그리고 지극히 기본적인 약 조제실과 집 

기가 있을 뿐이었다. 진료비는 전혀 없으며 환 
자들은 약값만 내면 된다. 관산은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으며，단지 약을 판 수익금이 그 

녀 수입 의 전부이다. 그러나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지경에 처해졌다. 교회에서 그녀의 조수 

로 훈련시킨 젊은 남성이 최근 자신의 진료소 

를 개업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소액의 진료비 
를 받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찾아간다. 그가 
남성 이고 두안산보다는 의료훈련을 더 많이 받

지유로 거듭난 탄먼!
탄멘(譚栖)，어딜 보아도 그는 성공한 사업가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풀먹여 빳빳한 횐 셔 

츠에 단정한 옷 매무새를 한 이 젊은이는 자신 
감으로 충만해 있다. 새 집과 사업을 위해 50만 

위안(元)을 투자하는 일을 즉홍적으로 아무렇 
게나 이야기하기도 한다. 탄멘은 시솽판나(西 
雙版納)의 징홍(景洪)에 사는 다이(儀)족이다. 

이 지역은 신도수가 아직은 적지만 놀라운 속 
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는 또한 평신 

도훈련반을 거친 최초의 다이족이기도 하며 최 
근에 장로가 되었다.

탄멘은 징흥에서 기독교의 활동이 다시 허가 
된 1988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전에 그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하였 
는데 불교의식을 통해 고쳐보려고 시도를 거듭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 때 그의 어머니는 몇 명 

의 할머니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튿날 그는 깨끗이 치유 
되었다. 그로부터 교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으며，자연스레 징홍교회에서 지도적인 

인물로 부각되 었다.

미삥신, 리루더 , 리쟈신，차야우，두안산 그리 
고 탄멘. 그들은 각각 연령도 다르고 교육수준 
도 다르다. 더군다나 각기 다른 민족들이며 따 

라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에 대한 애정과 헌신，그리고 그들 자신의 계획 
보다 교회의 필요를 더 우선시한다는 면에서 

그들은 무척 이나 닮았다. 이들과 같은 사역자 

들이 현재 중국의 농촌 교회를 건설해가고 있 

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이들이 없다면 중국 
에서 기독교는 다시 소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출처/ F중국교학,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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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스/i /교육고/ 신학사상(8)

독 립 " 나정m 호 |으 |

신  학 사 상  ( i i i )

주피득

B. 독립가정교회에 영향을 미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사상

중국 독립가정교회의 신학사상 

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에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본고의 목적은 또 다른 각도에서 가정교회에 

미친 주요 지도자들의 사상을 언급하는 데에 
있다. 광저우(廣州)의 린센가오(林獻盖) 목사나 
허난(河南)의 쉬용쩌(徐永澤)，베이징(北京)의 

위 엔상천(袁相忧) 둥 현존하는 몇몇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신학사상을 논하는 것이 좋겠으나， 
본고에서는 왕밍따오(王明道)와 니뤄성(保拆 

聲:워치만니)，징땐잉(敬奠赢), 쑹상제(宋尙節) 

네 사람의 신학사상을 논하려 한다.

중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왕밍따오의 모습.

1. 왕밍따오

왕밍따오는 니뤄성, 쑹상제와 함께 중국 기독 
교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지도자 중의 한 사람 

으로서，중국 교회의 대중적인 신학사상에 깊 
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5 • 4운동이 일어난 

후 당시 중국 내 서구 선교사들 중 자유주의 신 

학 전통을 지닌 사람들과 자유주의 계통의 신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이•온 사람들이 중국 
기독교의 ‘시대적 관련성’ 을 강조하면서 중국 

교회 내에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퍼뜨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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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의 대변격인 자오즈
천，사부아이는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교편 생 

활을 하였다.

(1) 성경화 入1상
왕밍따오는 당시 적지 않게 퍼져 있던 유주 

의 신학사상，사회복음운동, 토착화 신학운동 
을 단호히 거부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칠 것’ 을 주장하였다. ‘토착화’ 라는 단어 

를 거부하고 신학과 교회생활을 ‘성경화’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착화 작업을 거부하였다. 

당시의 선교시들은 지나치게 중국 교회를 무시 
하고 중국인 지도자를 양육하지 않았다. 외국 

선교단체들이 인도하던 종파적 인 교회의 모습 

과는 달리，왕밍따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중국인을 위한, 중국인의 독립적인 교회를 세 
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경건주의 사상

왕밍따오는 근대 중국 교회 경건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성도들 

이 영적 생명을 성장시킬 것을 주장하면서，예 
수 그리스도를 닮고 죄를 물리치라고 가르쳤 

다.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중오하는 정신 

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경건신학의 핵심 
으로서，그의 전도집회의 특징은 모두 죄악과 

싸우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고난의 신학은 예수 

를 닮아 가는 생활, 곧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 
라고 하였다. 고난을 받을 때에도 특별한 자기 

수양을 통해 죄에 대하여 강력히 맞서고 예수 
를 더욱 닮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성도들에 

게 성경 읽기와 기도，희개 등의 자기수양을 강 
조하는데，그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인 중국 성 

도들 중 많은 이들이 대부분 개인 영성추구에

만 관심을 쏟고 있다.

왕밍따오의 초기 사상에는 어느 정도 완전 성 

결주의적인 사상이 나타나는데，이런 사상은 
교회가 부흥하는 때에 종종 나타나는 그릇된 

감정의 산물이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연약 
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깨달은 이후, 왕 
밍따오의 노년은 오직 은총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하였다고 
한다.

(3) 변증적 사상

왕밍따오는당시의 ‘불신파’ 흑은 ‘신신학’ (新 
神學 : 자유주의 사상을 지닌 사람들과 교회들 

에 대해 그가 붙인 이름)에 대해서 변증적이었 

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서구 선교사들이 중국에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유입하였다. 선교사들 가 
운데 성경의 유오설(有誤說)을 가르치는 사람 

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교회에서는 성경의 권위 
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으며，점차적으로 다 

윈의 진화론과 존 듀이 의 실용주의 사상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왕밍따오는 서구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진리 

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여 그들과 연합하지 않 
을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변중 사역이 하 
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사명의 일부분이라 

고 생각했다. 교회 내의 그 어떤 도덕적 부패보 
다 교리상의 부패가 교회의 영적 기초를 심하 

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자유주의 신 
학사상에 대해 그가 가한 비난의 강도는 상당 

히 높은 것이었다.

(4) 정교분리

공산당과 정부가 교회를 지배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계속해서 정교분리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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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무관심

믿는 사람들과 불신파(신신학파) 사람들과는 

연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국 내 일반 교회와 
의 연합에 0ᅵ주 소극적이었다.

(6) 4원칙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모범교회를 위해 1925년 

베이징에「기독교회당」을 설립하였다. 교회자 
림과 올바른 신학，바른 성경해석，정교분리의 

4개 원칙을 순교의 정신으로 지켜나가자고 강 

조하였다.

(7) 토착적인 중국자립교회 운동
서구 선교기관의 예속을 벗어나 진정한 중국의 
토착 자립교회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2. 니튀 성(워치만 니)

기독교취 회소(基督敎聚會所. 지방교회라고도 

불리운다)를 세운 니튀성은 왕밍따오，쑹상제 
등과 함께 전통적인 기독교 보수파 가운데 가 

장 유명한 몇몇 소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신학은 중국 교회의 토착적 인 조직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기존의 신학과는 상이 

한 성격을 갖고 있다.

(1) 영적신학사상
‘영적신학(屬靈神學)’ 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신 

학은 대부분 삼분설적 인간론에 근거한 것으로 
‘영적생명ᅳ영적기초ᅳ영적단체’ 의 단계로 설 

명되어진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의 본질은 신조(信 

條)나 전통，예전이나 제도가 아닌 일종의 영적 
인 실제(ᅳ種屬靈的實際)로서，그러한 영적 실 
제의 유무에 따라 참 기독교가* 결정된다는 것 

이다. 영적 실제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 사람의 
영에 만들어지며 사람은 직접 하나님과 접촉하 

여 ‘생명상의 교류(生命上的交流)’ 를 할 수 있 
다. ‘거듭나고 구원받는 알 은 바로 이 런 영적 
실제가 시작됨을 말하며，‘성화를 추구함 은 이 
영적 실제를 자라게 하는 것(實際的栽培)이 된 

다. 성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 
둥은 모두 그 영적 실제의 기초가 된다. 성도는 

먼저 자신이 이 영적 실제를 받아야 하고 그 후 
에 영적 실제를 교회에 공급할 수 있다(林榮洪， 
1985：278-279).

니뤄성의 사역 목표는 더 많은 영적인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켜서 여러 지역에 영적 단체 즉 
「지방교회」를 세우는데 있었다. 지방교회를 세 
우는 것이 말세에 영적인 사람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곧 각 지역의 원칙에 
따라 ‘순종’ 과 ‘권세’ 의 구호를 가지고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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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ᄄ 參
전통적 교파주의를 버 리고 진실한 영적 연합을 

이룩하는 것으로，지방교회의 모델은 안디옥교 

회와 예루살렘교회이다(林榮洪，1985:279).

(2) 인간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 
다고 하는데, 이러한 인간론은 그의 신학 전체 

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그는 성경의 여러 구 

절들(살전 5:23, 히 4:12，고전 2:14，아 3:15 등) 

을 엮어서 영과 혼과 육의 본질과 그 기능을 주 
장하고 있다.

영과 혼과 육은 본질과 기능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영의 활동은 직관，교통, 양심과 관련이 

있고 혼의 활동은 감정(情)과 생각(知)과 의지 

(義)와 관련이 있으며，육체는 인간의 외면 즉, 

현상의 물질적인 부분을 가리킨다. 그의 삼분 

설적 인간론은 당시 유행하던 신학적 인 관점과 
성경의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의 
적 해석(고전적 세대주의 사상의 영향)을 한 데 

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인간론은 이론적으로도 성경 내 
용과는 다르며，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가르치 
는 이론이다. 그는 동질상통의 원칙을 고수하 

여 말하기를，“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할 때 오직 
인간의 영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영과 혼과 육은 서로 그 가치가 다 
르기 때문에(영，혼，육의 순서의 가치)，하나님 

은 인간의 혼과 육체와 접촉하실 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의 주장과 

는 다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성부 
분 가운데 영의 영역에서만 역사하신다고 가르 

치는 곳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론은 삼분설이나 이분설이 아닌 총체론(일체 

론) 이다.

성경은심리학 서적이 아니며 인간자체의 구

성을 분석해 놓지 않았다. 성경에 나타나는 영， 
혼，육의 표현들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 나타 

나는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을 그렇게 묘사한 것 

으로 각각은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인 
간의 활동은 그것이 종교적인 면(사람과 하나 

님의 관계)이나 사회성(사람과 사람의 관계), 

심리성(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물리성(사람과 
자연의 관계)이든지 모두 전인적인 관계이다. 

종교적인 면과 관계된 것을 예를 들면，성경의 

어떤 구절에 ‘'나의 육체가 주께 범죄하여” 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그것은 ‘나’ 라는 인간 전체 

즉，육체만 범죄했다는 말이 아니라，‘육체’ 라 
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육체의 활동을 통해서 
전체 인간이 범죄한 것을표현하는 것이다.

(3) ‘영’ 과 ‘혼’ 의 분리
니뤄성은 영적생명과 관계된 두 가지 과제를 

말하였다. 첫째, “영과 혼은 꼭 나뉘어야 한다. 

영력과 혼력은 꼭 구별해야 하며 성도들은 영 

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과는 다르다. 영과 혼을 분리 

시키는 일은하나님의 도에 의지해서 되어지는 
일(히 4:12)인데，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하나 

님의 말씀은 성도의 혼의 껍질을. 부수고 영을 

해방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 런 주장은 성경해석상으로 받 

아들이기 곤란할 뿐 아니라，실제로 다루기 힘 
든 일이다. 만약 어떤 성도가 실제로 이런 교훈 
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원한다면，자기 분석 

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이 혼에서 나왔는지 영 
에서 나왔는지를 항상 질문해야만 할 것이다. 

니뤄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주관성이 있 
는 계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주관적 경험은 객관적 
표준이 따로 있을 때 그것을 표준으로 진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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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성경의 ‘영적의미(聖經的靈意)’ 는 일종 

의 주관적 체험일 뿐이다.

(4) 구원론
니뤄성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죄에서 
승리하면 곧 천국에 들어가는 ‘영의 구원’ 과,

‘혼’ 을 제거해 버리고 혼을 이기는 ‘혼의 구원’ 

두 가지를 밀하고 있다. 그가 말히는 ‘혼의 구 
원’ 은 말일에 있을 상벌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인간론에 근거해 볼 때, ‘혼’ 

자체는 하나의 독립개체이므로, ‘혼을 잃어버 

린다’ 든지 ‘혼을 얻는다’ 는 것은 분명 일종의 
자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과 혼을 분리 

시키는 두 가지 구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 

^ 다.

(5) 성경해석의원리
‘讀經之法’ ，‘讀經之A’ ，‘以靈讀經’ 등의 단어 

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성경 읽기와 해석의 원 

리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 이유는 문자보다 영 
적 의미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문자 

보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그 무엇을 실제로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으며，그가 소위 말하는 

‘양광(亮光)’ 과 ■사의(私意)’ 의 구분이 어렵다. 

니튀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성령, 성도 
의 협 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어느 하나도 
빠지게 되면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성 
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이고，성령은 오늘 

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 

씀을 계시한다:’고말하였다.

삼원론에 근거한 일관된 그의 주장은 사역론 
이나 기독론 등 대부분에서 지나치게 영해적인 

삼원론적 논리로 인해 비성경적인 모습을 여실

히 드러내고 있다. 그의 지방교회관 역시 성경 
해석학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 

다. 오늘날 중국 교회 특히，가정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나 
타내고 있다. 물론 니뤄성 자체는 이단이 아니 

라고 할 수 있으나，그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성경해석상 문제가 많고 극단적인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즉 조금 더 나사•가면 이단적 교리 
를 가르칠 위험을 보이는 여지가 있어서)，그의 

후계자들 중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수 있 
는 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상 
은 이미 중국 교회，특히 대부분의 가정교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 면을 심사숙고하여 다루어야 한다(林榮洪, 

1985:278~300).

3. 징땐잉
징땐잉은 1926년 산등(山東)성에서「예수가정j 

이라는 독립교회 일파를 설립하였다. 예수가정 

은 1900년대 초 중국 산등성을 방문한 두 명의 
여성 선교사(로라 딜렌백과 릴리안 브리어)로 

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외부의 원조를 받지 않 
고 시작된 공동체이다. 현재 이 공동체는 공식 
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아직 그 영향이 조 

금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의「예수가정」은 징땐잉을 가장으로 하 

여 교회에 가입한 회원들을 한 가족으로 여겨 
공동생활과 공동생신을 하였다. 외국 선교부로 

부터 일체의 원조를 거절하고 자치(自 治), 자양 
(自養), 자전(自傳)의 원칙을 강조하였는데，농 
촌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발전하였다. 사 

유재산，육신적 혈연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약혼과 결혼은 반드시 징 땐잉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결혼한 후에도 동거는 허용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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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시대적인 일꾼이었다.

다. 자녀양육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부모가 자녀에 대해 특별한 애정표현을 할 

수 없었으며，자녀들 역시 부모에 대한 감정이 

깊지 않아 자연히 혈연적 가정관계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회 공동체생활을 통해 천국의 이상 
사회를 이 땅에서 실현해 보려는 비현실적 이 

상을 추구하였다.

4. 쑹상제
존 스토트 박사는 레슬리 라이얼이 쓴 쑹상제 

의 전기(傳記) 서문에서 ‘헌신된 사람, 능력의 
소재를 알고 있던 사람，진실한 사람, 교회를 통 

해서 일한 사람’ 으로 그를 묘사하였다. 그는 어 
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물론 그는 신학자 

나 사상가는 아니다. 그는 복음전도자이며 중 
국에 대대적인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시대적인 

일꾼으로서 복음주의적 경건주의 신앙사상과 

구령의 열정이 탁월한사람이었다.

그는 니 튀 성과 같은 사상가는 아니 기 때문에 
비교적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15년 간 중국 국내와 동남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회와 교회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였다. 우리는 그의 위대 

한 사역에 나타나는 사역자로서 의 모습과 사역

의 비결 둥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에 대해 존 스토트 박사가 표현한 것 외에 

레슬리 라이얼(1974:215̂ 217)은 다음과 같이 묘 

사하였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세련되진 않았 
지만 두려움이나 편중성이 없이 대중에게 선포 
되었다. 그의 설교는 근본적으로 본문 해석적 

이었고 성경적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에서 이탈한 자를 맹렬히 공격하였 
다. 그는 오늘날 중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희가 

되도록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었 
다. 그는 또한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1분 
도 허비하는 일이 없었고 여행 중이나 전도를 
할 때나 잠시 여유라도 생기면 책을 보고 공부 

하며 연구하며 글을 썼다. 마치 자기 날이 계수 

된 사람처 럼 일했다. 그는 자기 선전에 신경 쓰 
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상관치 않았으며, 청중을 매혹하는 

불과 같은 정열의 사람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도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었다. 그는 단점이 많았고 개성도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단점이나 개성을 가진 그대 
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사람이었다:’

ᅳ ~ 주피득/중국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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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수민족을 알자(너)

1 =1 1 오 안  ( 保 安 ) 족

H |•오안족의 노인과 어린아01의 모습

인구 : 12>212명(1990년 통계). 간쑤(甘肅)성과 

칭하이(靑海)성 일부를 합치면 현재의 바오안 
족 인구는 13,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간쑤 
성 지스산(積石山) 현 따허자(ᄎ河家) 향의 

12,441명의 인구 중 바오안족은 1，601가구에 

5,942명 (1998년 따허자향 정부 통계)에 달한다.

분포 : 주로 간쑤(甘肅)성 서남부인 지스산 자 
치현(積石山保安族東鄕族撒拉族自治縣)에 거 
주하는데，현 내의 깐허탄，따툰, 메이포 등의 
마을에는 95% 가량의 주민들이 모두 바오안족 

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 역은 산악지대(평균 
해발 1900m)로 연중 최고，최저 기온이 각각 30 

°C, cm 안팎인 온화한 고산기후를 나타낸다. 

바오안족이 이 지역에 정착한지 이미 130년이 

넘었다.

언어 : 알타이어 계통의 멍구(蒙古)어 한자이 
다. 멍구어와 바오안족 언어는 서로 단어나 뜻 

이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 1980년대부터 한어 
(漢語)가 사용되고 있으나，지스산에 살고 있는 
바오안족만이 한어를 자기 민족 언어와 겸해서 
사용하고 다른 촌에 있는 바오안족은 교육을 

받은 젊은 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바오안어 

만 사용한다.

문자 : 바오안족 자체의 문자는 없고 한자를 사 

용한다.

민족 명청 : 오래 전 바오안족은“후이후이(回 
回)” 나 "바오안런(保安人)” 이라고 불렸으나, 공 

산정권 수립 후 1952년 3월 25일 중국 국무원에 
서 민족의 정식 명칭을 바오안족으로 결정하였

106 중국을 주께로 1999/11 • 12



바오안족은 원래 칭하이성 둥런洞仁)현 안에 
있는 우허(務河) 양쪽의 바오안，자(加)，시아광 

(下庄) 이 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그래 

서 당시 ‘1바오안산광(保安三庄)” 이라고도 불렸 

다. 몽골군이 서쪽을 침략한 후，일부 이슬람교 
를 믿는 색목인(色目人)을 ‘*탄마처쥔(探馬車 
軍)” 으로 편성하였다. 탄마처쥔은 규정에 따라 

병사이면서 동시에 농민이었다. 전국의 전쟁이 

끝난 후, 원나라가 탄마처쥔을 민적(民籍)에 넣 
어 민구(民□ )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 
를 믿는 병사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민 
족들과의 오랜 왕래를 통해서 차차 한 민족으 

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학자는 1954년에 실시된 언어조사 결과 
를 토대로, 멍구족이 바오안족의 조상이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풍습과 문화 

를 관찰해보면 오히려 후이(回)족과 가까운 면 

이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바오안족은 어떤 한 민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인근에 있는 여러 민족으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 계단식 밭을 이용하여 주로 밀，감자，보 

리, 콩，유채 등을 재배한다. 옥수수도 재배하긴 
하지만 기후조건이 부적합하여 재배량은 많지 
않다. 식량은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허리에 
차는 바오안족의 전통 칼을 가공하여 내다 팔 
거나，도시로 가서 노동을 해야 생활비를 충당 

할 수 있다. 바오안족의 평균 소득은 1년에 1인 
당 양식 285kg，평균 소득 680위안(1998년 12월 
31일 따허자향 정부 통계)으로，전반적 인 소득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빈부격차는 커서 부 
유충 5%, 중류층 15%, 빈곤층 80%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룬다.

다.
음식 : 밀가루，감자를 주식으로 한다. 이슬람 

교의 전통에 따라 돼지고기는 먹지 않으며, 기 

타 동물의 피도 먹지 않는다. 쌀밥올 먹기도 하 
지만, 벼농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부유한 집에 

서만 먹는다. 보통 중국 음식 에 많이 들어가는 

상차이(香菜)를 거의 넣지 않고 기름기도 적어 

한국 음식 맛과 흡사하다.

의복 : 바오안족은 원래 전통의상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일반적으로 부녀자들은 머리를 얹어 
수건을 두르며，빨간색，녹색, 자주색 의 옷을 즐 

겨 입는다. 상의는 소매가 넓은 옷을, 하의는 꽃 
바지를 입고 수를 놓은 양말을 신는다. 결혼할 

때 신부는 수놓은 화려한 색상의 치파오(旗袍: 

치마 양 옆이 터진 원피스)와 바지를 입고，머리 
에 공모양의 술이 달린 실로 뜬 꽃모자를 쓴다. 

신랑은 예식모자를 쓰고 개량한 광족(壯族) 의 
상을 입으며，허리에는 붉은 띠를 두르고 통구 

두를 신는다. 일반적으로 남지들은 하우모자라 
는 것을 쓰는데 노인들은 검은색，청년들은 횐 

색을 쓴다. 더울 때는 소매 없는 웃옷에 양가죽 

조끼를 걸치기도 한다. 날씨가 추울 때는，옷깃 
이 옆으로 향한 솜옷에 양가죽 조끼나 외투를 

입^ 다.

그러나 지금의 바오안족들은 전통의상 보다 

는 거의 현대식 복장을 하고 있다. 유일하게 남 

아 있는 모습은 부녀자들이 머 리카락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흰 모자나 수건을 두르는 것이다. 

그러나 모자의 모양은 유행에 따라 달리한다. 

남자들 가운데도 일부는 이슬람식의 흰모자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어린아이들과 젊은 층은 
거의 쓰지 않고 이에 대해 어른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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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축복하는 말을 써 붙인다. 한족의 풍습 
이기도 한 이런 것을 따르는 데 있어 이슬람사 
원과 마찰이 있지만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따허자향의 깐허 
탄 마을. 이슬람 
사원의 5층 높이 
의 탑. 탑 위의 스 
피커를 통해 코란 
경을 a 는소리가 
온 마을에 퍼진 
다.

주거 : 나 무 와  벽돌，시멘트로 지은 일(ᅳ)자형 

의 집으로 내부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중앙에 의자가 놓인 거실이 있고 양쪽에 침실 
이 있다. 침대는 방의 한쪽에 벽돌을 쌓고 온돌 

을 만들어 추울 때에 불을 지필 수 있게 되어 있 
다. 지붕은 기와로 맞지붕과 반 맞지붕 형 태를 
띠고 있고，담은 돌과 흙을 함께 사용한 토담으 

로 튼튼하게 하였다. 담의 높이가 지붕이 가까 
스로 보일 정도로  높은데，이는 도둑을 방지하 

고 남자가 없는 집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 
다. 부엌은 일자형 가옥 건물 옆에 있으며，가 
축을 기르는 마구간은 집의 뒤편에있고, 각 집 

마다 정원이 있어 과일나무와 꽃，채소를 가꾸 

고 있다.

바오안족만의 풍습 중에 집안의 부부가 사는 

방의 문 주변에 글자를 써서 붙여 놓는 것이 있 
다. 결혼할 때 양 대간(臺諫)과 문 위쪽에 결혼

여성관 : 여성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사 
(家事 )를 배 워 ，io세 정도가 되면 혼자서 밥상 

을 차린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 남성이 말하 

는 것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심지어 처녀 

는 신랑 될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며，단지 아 

버지의 판단과 신랑 될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만 혼인이 성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도 음식을 만들기만 할 뿐 접대 
는 남성이 해야만 한다. 그러나 손님 방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남녀 겸상이 일반적이다. 또 

한 교육받은 여성의 경우는 다른 여성들에 비 
해 발언권이나 집안에서의 위치가 나은 편이 

다.

걸혼 : 중매 결혼이 대부분이나 젊은 층에서는 

자유연애를 하기도 한다. 결혼의 일반적 조건 
은 가정형편，종교(같은 종교와 교파)，외모 둥 
이다. 결혼식은 주로 농한기에 올린다. 전통적 

인 결혼의 절차는 먼저 신랑측에서 신부에게 
소례(小禮)라고 불리는 화장품，귀고리, 머리 
끈，옷감 둥과, 대례(ᄎ禮)라고 하는 은 장신구 

와 여러 벌의 옷을 보낸다. 그 후 중매자와 신부 
의 아버지가 날짜를 잡으면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결혼식 절차는，신부와 가족들이 해어지 
는 의식을 한 후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면 온 마 
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시작한다. 양가 가족 
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한 가족이 된 것을 축 

하한다. 요즘에는 신부의 집에 돈을 주는 경우 

가 많다고 한다. 또한 종교만 같다면 다른 민족 
과도 결혼할 수 있지만，자식은 남자의 민족으 
로 등록된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가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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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71능하지만，바오안족 마 
을에서는 아직까지 이혼이나 재 
혼이 없다고한다.

가정은 강한 가부장제이며, 이 
슬람교의 영향으로 남존여비 사 

상이 강하다. 대가족이 많았으나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반드시 

맏아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는 의무는 없고，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부양한다. 자녀들을 결혼 
시키면 친가 주변에 집을 지어 친족이 근처에 
서 사는 경우가 많다.

장례 : 장례는 이슬람교의 규례대로 행해진다. 

죽기 직전에 홍(阿旬)을 불러서 축복기도를 
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평안히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한다. 사람이 죽으면 나무로 만든 침대에 
깨끗한 이불을 깔고 머리는 동쪽, 발은 서쪽으 
로 향하게 눕힌다. 집안 분위기는 침통한 분위 

기가 유지되어야 하며，떠들거나 소란을 피워 
서는 안 된다. 이슬람교의 관습대로 죽은 사람 
은 오후에 묻고, 저녁에 죽으면 그 이틈날 아침 

에 묻는다. 장례 시 에는 몸을 횐 천으로 싸고 모 
든 사람들이 함께 무덤을 만든다. 아이가 죽었 
을 때에는 소금，성냥，차를 그 71족들에게 주 

고，어른은 돈을 준다. 마을 안에 이슬람교를 믿 
는 바오안족만 묻는 공동묘지를 갖고 있다. 공 
동묘지 안에는 나무도 있고 약간의 둔덕 모양 

으로 무덤이 이루어져 있는데，부유한 집안은 
비석을 만들어 세우기도 한다.

제사는 주로 3대까지 지내는데，부유•한 가정 
에서는 그 이상의 조상에게까지 제사를 지낸 

다. 제사는 지내지 않고 기일에 모여 식사를 하 
는 것으로 대신하는 가정도 있다.

바오안족 口 [을의 가옥과, 그들이 0)침식사로 즐겨먹는 음식

금기 : 이슬람교의 관습에 따라 개，돼지고기를 
먹지 않고，동물의 피와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않는다. 술，담배도 금지되어 있다. 이 러한 것들 

을 어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다고 한다. 예 
의를 중시하며，다른 세대나 이성끼 리 춤추고 
노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금기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절기 : 바오안족은 이슬람교를 민족 종교로 하 

기 때문에 명절 중에도 종교적인 명절이 많다. 

시작은 종교의 절기로 하였지만, 역사 발전에 
따라 현재는 종교 명절들이 민족의 전통명절로 
정착하였다.

#  얼더제(爾德節) : ‘카이치제(開齋節)’ 라고도 

부른다. ‘얼더(爾德)’ 는 아랍어를 음역한 것으 
로 ‘희귀(回歸)’ 와 ‘즐거운 명절’ 이란 뜻이다.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은 낮에 금식을 하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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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 ;

내는 라마단 금식기간인데，이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이 바로 이 명절이다. 얼더제는 바오안 
민족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명절로서，이 날 

은 남녀노소 모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흥겹게 

지낸다. 각 가정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 

으며, 남자들은 목욕을 마친 후에 이슬람 사원 

인 청진사(淸眞寺)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사람 
들이 서로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며 어떤 사람 

은 조상의 무덤에도가서 기념한다.

#  구얼빵제(古爾邦節) : ‘구얼빵(古爾邦)’ 이라 
는 말은 ‘회생(裙牲y 이란 의미다. ‘샤오얼더제 

(小爾德節)’ 나 ‘수이션제(睛身節)’ 라고도 부르 

며，한족은이날짐승을 잡는다고 해서 짜이싱 
제(宰牲節)’ 라고도 부른다. 이슬람력으로 매년 
12월 10일인 이 날은 각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이나 소를 죽여 제사를 지내는데，비교적 가 

난한 사람들은 닭이나 토끼를 잡아 제사를 지 

낸다.

#> 성지(聖紀) ： ‘성지(聖紀)’ 역시 종교적인 명 
절로서, 이슬람교의 선지자 마호메트의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은 대체

로 1월 중에 있는데，이슬람력을 따라서 계산하 
기 때문에 고정된 날은 아니다. 이 날은 주로 집 
단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한다.

랑산제(浪山節〉： 이날은 종교와 관계없는 절 
기로서，바오안족들이 랑산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랑산으로 가서 
계곡이나 언덕 등지에서 하루를 즐기는 것이 
다. 이 절기는 일반적으로 5월 하순부터 6월 초 

까지 지킨다.

교 육  : 간쑤성의 바오안족에게는 메이포，따룬, 

깐허탄 마을에 각 1개씩의 소학교(초등학교 과 

정)가 있다. 그러나 깐허탄에 있는 소학교는 1 

학년에서 4학년까지 밖에 없어, 메이포에 있는 
소학교에서 5학년 과정을 마쳐야 한다(깊은 산 
골이나 농촌 지 역에서는 소학교가 5년 과정인 

곳이 많다). 중학교는 따허자향에만 1개가 있어 
바오안족 학생들은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리는 

향으로 중학교를 다녀야 한다.

일반적 상황 ： 각 마을에 한 개씩의 보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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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의료진도 갖춘 현대식 소규모의 병원 
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용 능하며，수도 시설도 마을 공동으로 이 
슬람 사원 앞에 우물을 만들어 사용■한다. 하지 

만 부족한 수로시설과 가뭄 등으로 인해 물이 
매우 부족해서 잘 씻지 못한다. 그러나 남자들 

의 경우에는 이슬람 사원에 예배를 드리기 전 

에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오안족이 주로 사는 간쑤성과 칭하이성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다. 또한 간쑤 
성의 바오안족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외부와의 접촉도 그리 많지않고， 
이 민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매우 적기 때문 
에 바오안족 사회의 변화 속도는 느린 편이다.

종교 : 바오안족은 100%가 이슬람 교도이다. 

신교와 구교 중 구교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보 

통 한 마을의 중심에 하나 이상의 이슬람 사원 
인 청진사가 있으며，이 사원에서 경전인 코란 
을 가르친다. 이슬람교 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 

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오랜 전통으로 인 
해 이슬람교를 믿고 있을 뿐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깐수성 지스산현 따허자향 깐허탄 마을의 이 

슬람 사원에서의 예배 시간은 15분 정도이며， 

오전 5:30，오후 1:30，5:30，8:30,9:30에 각각 예 
배를 드리는데，이 시간은 계절에 따리; 달라진 

다. 여성은 사원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 
어, 집에서 스피커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 

또한 청진사에는 3층 짜리 탑이 있는데 여기에 
서 마이크로 경전을 읽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 

해 퍼진다. 이슬람교는 코란에 따라 전도를 행 

하고 있다.

이슬람교의 종교적 지도자인 아홍은 장례식 

이나 생일 때 복을 빌어주는 일과，이웃이나 개

인의 문제를 권위를 가지고 해결해 주는 일을 
한다. 그 밖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지 

어주는데，아브라함, 소피아，하세느 등과 같은 
코란 경전에 나오는 이름을 주로 많이 사용한 
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호적에 올리는 이름은 

일반 중국식 이름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은 가족 내 에서 만 A]용한다.

기독교 : 선교기록이 없는 미전도종족이다.

졌 바오안족 거주 지 역 에 가려 면 

서울에서 베이징(北京)으로，베이징에서 열차 
를 타고 란저우(藤州)로，란저우에서 버스를 이 
용하여 지스산현까지 간 후 다시 바오안족이 

사는 마■§•로 가면 된다.

기도제목
1. 형식적으로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들이 참 하 

나님 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2. 바오안족을 향한 복음전도자가 많이 일어나 
도톡.

3. 복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돕는 이들이 
생겨나도록.

참고서적 .
1. 保安族簡史

2. 保安族，民族出版社

3. 中華民族, 華夏出版社

4. 中 國少數民族槪觀，天津古籍出版社

5. 中國少數民族節會大觀，江西敎育出版社

6. 中國少數民族禁忌* 觀, 廣西民族出版社

7. 中國少數民族宗敎槪魔, 中央民族出版社

자료제공/한동대 차이나 필드 리서치팀 2기 
보충정리/김중하 • 중국 선교사

1999/11 • 12 중국을 주께로



幽 ■예 f c
i v 슛讀？™r r? 획를

중국의 관문도시(11)

보 으  O  I  파 트 로
■^■1 C 3  ^m m m m  ^  대■■» ,

중국으I 관문도A ■들

칼춘 (長春)

창춘시는 지린(吉林)성의 성도(省都)로서 지린 

성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다. 또 전체 도 
시의 37.2%가 녹지이며 문화，생활공간이 풍부 
한 곳이다. 95년엔 35ha의 대지에 창춘 영화성 

을 지어 영화촬영의 기지로 자리잡았다. 창춘 
은 ‘동북지방의 선교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복 

음사역 면에서도 중요한 거 점도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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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행정구역

창춘시 인구는 680만여 명 (97년 통계)인데, 이 
중 시내(市區)의 인구가 280만여 명，현(縣) 인 

구는 400만여 명이다. 시의 총면적은 18，881kitf 

인데，시내의 넓이만3，577knf이다.

행정구역은 5개 시구(市區)와 2개의 현급시 
(縣級市), 3개 현(縣)，150개의 향(鄕)과 진(鎮) 

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춘 전체인구의 1/3은 이 
5개의 시구와 2개의 현급시에 거주하고 있다. 

시구: 난관구(南關區), 관청구(寬城區),

차오양구(朝陽區)，얼따오구(二道區),

튀위엔구(綠圓區)

현급시: 솽양구(雙陽區)의 지우타이시(九臺市)， 

위슈시 (倫樹市)

현: 더후이현(德惠縣)，농안현(農安縣),

왕양현 (雙陽縣)

기후
계절풍의 영향으로 겨울이 길고，봄에는 바람 
이 많으며，여름엔 따뜻하지만 짧고，가을은 맑 

지만 기온 차가 크다. 연평균 기온은 4.8°C 이며， 
최고 기온은 39.5°C, 최저기온은 -39.8°C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567mm 이다.

교통

철도로는 베이징(北京)에서 약 15시간, 하얼빈 

(哈爾賓)에서 3시간 30분, 선양(沈陽)에서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항공편으로는 베이징(北京) 

에서 1시간 30분，상하이(上海)로부터는 2시간 
30분, 광저우(廣州)에서는 4시간이 소요된다. 

철도는 베이징，선양, 창춘，하얼빈，모스크바 

경유 노선과 창춘홍콩 노선 이 있다. 그 외 에 베 

이징 , 텐진(天津) 등 전국 주요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역사

창춘은 금(金)，요(療), 원(元), 청(靑)，만주국이 

세워졌던 곳이고，이들이 전쟁을 치른 역사의 
무대 였다. 그러나 창춘은 1800년에 청조가 ‘창 

춘청' 이라는 지방행정기구를 설립한 후부터 발 
전하여 1865년 처음 성을 쌓았는데，1883년에 

는 인구 9만에 불과하였다. 1896년 러시아가 침 
략하여 철도 건설권을 장악하였고，1906년 러 

일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제가 권한을 장악하였 
다. 1908년 일제는 만주철도 부속지를 확대하 

고 창춘역을 지었다. 당시 시의 크기는 21knf였 
고 인구는 15만이었다. 1931년 9 • 18 만주사변 

후 창춘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1932년 3월 
일제는 만주국을 세우고 창춘을 ‘신경(新京)’ 

으로 개명하였다.

1944년 시의 면적은 80W, 인구 82만이었는 

데，1946년 5월부터 국민당이 장악하여 시의 인 
구는 17만 명으로 감소했다. 공산화 이후 1954 

년부터 지린성 성도로 지정되어 이듬해에 전국 
10대 도시로 지정되었고，79년부터 중국의 15 

대 경제중점 도시가 되었다. 중국산 자동차 제 

조로 유명한 창춘 제일자동차제조공장(第一汽 
車製造廠)은 만주국 당시 관동군의 세균제조 

공장이었다.

경제

창춘에는 석탄，석회암，진주，동，은, 철 등 광 
물 외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일정량 매장되어 
있으며，공업과 농업이 비교적 균형 있게 발달 

되었다. 91년까지 3,065개의 공업기업이 있으 
며 공업 총생산액은 178.9억 위안(元)에 달하였 

다. 이는 지린성 전체 공업생산액의 1/3을 차지 

하는 액수이다. 특히 교통운수설비 제조공장은 
중국 전체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 

며(전국 13%)，창춘 제일자동차제조공장은 중

1999/11 • 12 중국*  주께로 113



국 자동차 생산의 1/5，창춘열차공장(長春客車 
蔽)은 철도 생산의 1/2，창춘트럭공장(長春拖拉 

機廠)은 중국 3대 트럭공장의 하나로 전국의 
1/10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 현지의 자원과 

조건올 이용한 곡물가공, 하이테크，석유화학 

공업이 발전하였다.

농업은 평탄한 지형과 비옥한 토지의 자연조 
건 하에 옥수수，콩，쌀，수수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국가의 주요상품 곡물기지 및 옥수수 
수출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들어 축산업 

의 생산이 중대되고 있다.

1988년부터 창춘 신기술산업개발구(長春高 

新技術産業開發區)가 설치되었다. 이곳은 통 

신，금융，상업 등 기초시설 등이 잘 갖추어졌으 
며，교통이 편리하여 시내의 역이나 호텔，공항 
등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이 개발구 내 
에 18개의 대학，39개의 국가급 연구기구，I2개 

의 설계센터, 8개의 계산 및 실험센터 등이 있 

다. 창춘시는 90년도부터 외국투자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둥 적극적으로 대외개방 
을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 상황
창춘시는 최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파룬궁 
(法輪功) 교주 리홍즈(李洪志)의 고향이기도 하 

지만，훨씬 이전부터 기독교 신도들이 자신들 
의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온 곳이다. 창춘에는 
공식적으로 4개의 이슬람 사원, 2개의 카톨릭 
성당，그리고 2개의 한족 삼자교회가 있다. 이 

두 교회는 신도 수가 만 명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여서 , 한 주간에 세례를 받는 사람 

이 500~600명 가량 될 정도이다. 이들 한족 교 

회들은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헌금을 
통해 교회를 건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공식으로 운영되는 조선족 삼자교회는 두 개

가 있는데, 200여 명 정도의 신도가■ 모여 예배 
를 드리고 있으며，그 외에 다수의 가정교회가 

장로 등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4 

명의 장로가 회의를 거쳐 지도자를 양육시킨 

후, 인근 지역으로 파송하여 다른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형태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00명 이상 모이는 가정교회도 많기 때문에, 이 

들 가정교회 지도자를 양육하고 지원하는 외국 

인 사역자들도 많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창춘시 에는 탈북 동포들도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진행되어 왔다. 최 
근 이 사역을 진행하던 사역자들이 공안에 체 

포되어 오랜 기간 감금되는 둥 큰 어려움을 겪 
기도 했다. 창춘은 지리적으로도 동북삼성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중 

국선교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한국인 사역자 체포 등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지역에 하나님을 예 
배하는 모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며，중국인 스 
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많 

은 기도를 심어야 한다.

기도제목
1. 창춘 지 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의 말씀 안 

에 든든히 세워져 다른 지 역 선교도 감당할 

수 있도록.

2. 최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 
동역지들을 위로하시며, 심령을 더욱 깅하게 

하시도록.

3. 지식인과 대학생，고위충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을 많이 세우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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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지시는 지린성 동부에 위치한 엔벤 조선족자 

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의 주도(州都)로서, 옌 
벤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통의 중심 

지이다. 옌벤은 지린성 동쪽에 위치하여 북한 
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지린성 조선 
족의 90%가 이 자치주에 살고 있다.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리는 곳으로，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향，2개의 진(鎭.), 그리고 200개의 주민위원회 
와 66개의 촌민위원회가 있다. 투먼(圖們)，뚠 

화(敦化), 룽징(龍井)，훈춘(揮春) 등 4개 시와 

허룽(和龍)，안투(安圖)，왕칭(汪淸) 등 3개 현 
(縣)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한 및 러시아와 인접 

한 지역에 있어서 일찍이 중국，북한，러시아 간 
의 삼자무역이 활발히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두만강 유역 개발과 함께 국제무역의 
거점도시로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인구 및 행정구역
옌지시 총인구는 38만 명으로, 전체 자치주 인 
구의 17.4%가 이곳에 살고 있다. 이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90.6%에 달한다. 옌지시 인구 
의 59%가 조선족이다.

총면적은 1，340W인데 시구(市區)의 면적은 
23.8knf이다. 이중 산지가 78%이고 경작지는 9% 

밖에 안 된다. 엔지시에는 9개의 거리와 4개의

기후
온대 기후로 여름엔 고온다우하고，가을엔 시 

원하며 겨울은 출고 길다. 연평균 5.TC로 최저 
기온은 -32.7t! 이고, 연 강수량은 550mm이다.

교署 a
훈춘에서 텐진(天津)，베이징(北京)，창춘(長 
春), 선양(沈陽)간 열차가 엔지를 경유하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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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12회 운영되고 있으며，투먼，훈춘 간의 철 

도，러시아의 마하린까지의 철도가 운영되고 
있다. 도로는 훈춘의 장링즈(長嶺子)를 거쳐 자 
르노비항까지 있고，청진항으로 가는 도로가 

릉징，북한의 회령을 거쳐 이어진다. 항공편은 

베이징, 선양，따렌( * 連)，창춘행이 취항하고 

있다.

역사
예전에는 옌지를 ‘난깡(南 鬧 ‘옌지깡(煙集 
菌)’ 이라고 불렀다. 1875년 이전까지만 해도 산 

짐승들이 나올 정도로 깊은 삼림지대였는데， 

1881년 청나라가 이곳에 ‘초간국(招塾局)’ 이라 

는 관청을 설치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 
다. 엔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 동북을 강점한 일본이 옌지를 ‘간도(間 
道)’ 로 고치고 이곳을 자원약탈과 동북침략의 
근거지로 삼으면서부터이다. 1945년 8월 일본 

이 패전한 이후，46년에서 48년까지 중국 공산

새로 지은 엔지교회(상)와 옛날 예배당의 모습.

당 지 린성위원회가이곳에 위치해 있다가，1952 

년 9월 옌벤 조선족자치주가 설립된 후부터 자 

치주의 직할시가 되었다.

경제 현황

옌지에는 철，동，석탄, 금，몰리브텐，목재 둥의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고，석유는 1억 톤이 넘게 
매장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기계，시멘트 
공업이 비교적 발달하였다. 이밖에도 건축자 

재，건축재료, 야금，석유화학，동력자원 등의 
산업이 발달하였다. 옌지시는 옌벤 지역 공업 
생산액의 2汾0를 차지하는 신홍 공업도시 이다.

총생산액 중 4.7%만이 1차 산업 이고，2차 산 
업이 59.9%, 3차 산업이 35.3%를 차지한다. 수 
입에서도 농업은 5.5%임에 반해，공업이 65.2%, 

건축업 이 7.9%，운수 ■ 통신업이 3.7%，상업，요 

식업이 17.7%를 차지하여 농업에 대한 의존도 

가 낮음을 볼 수 있다. 농업 총생산액은 지린성 
전체의 0.4%밖에 안되며，그 비중은 농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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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를 차지하고 축산업이 30%를 차지한다. 

제2차 산업은 점점 쇠퇴하는데 반해, 3차 서비 
스업은 98년 17.5억 위안으로 78년에 비해 그 
규모가 14배가 중가하였다.

옌지시는동북의 교역 중심지이고 조선족 특 

산품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한국과의 교 

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특히 91년 9월 
9일 개교한 옌벤과학기술대학(延邊科學技術大 

學)은 중국과 한국 간의 합작교육을 통해 문화 
및 경제，기술교류를 중진하고 있다.

엔지시는 국제 교류를 위해 인근 러시아의 블 
라디보스톡 항을 이용하고 있으며，또 3시간 거 

리에 있는 북한의 청진항을 옌지시 전용항으로 

임대하여 회물 수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옌지시 인민정부에서는 ‘옌지 소수민족 개혁 개 
방 특별시험구’ 를 설치하여 동광 공업기지개발 
구, 모이산 관광구，신풍고 신기술개발구, 의란 

축산업개 발구를 지 정하였다.

기독교 상황

옌지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은 1903년 영국 
의 한 선교사에 의해서 였다. 그 이후 이 일대에 

뿌리내린 기독교는 점차 발전하여, 30년대 초 
허릉(和龍)현에만 17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신 
도가 l ’SOO여 명 에 이르렀다. 훈춘의 신도 수는 
5,000여 명에 이르기도 했다.

천주교도 1906년 독일인 신부에 의해 전파되 

어，40년대 초엔 신자가 14,800명에 이르렀다. 

65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천주교인이 2,700여 
명，기독교인이 2,100명，불교승이 3명이 었다고 

한다. 현재 27명의 종교계 인사들이 성，자치주， 
시 인민대표 또는 정치협상회(政協)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삼자교회인 엔지교희(延吉敎會)는 
조선족 교회 임에도 불구하고 12,000명의 성도

를 자랑하는，옌벤 전 지 역을 포괄할 정도로 영 
향력이 큰 교회이다. 옌지교회는 룽징교회，왕 
칭교회 등 옌벤 지 역 다른 교회들을 관리한다.

옌지는 백두산을 가기 위한 경유지로 한국과 
많은 관계를 가진 곳이 며 , 조선족이 이 지 역 문 
화, 사회 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 

사업가들이 드나들면서 돈을 물쓰듯 하고，조 
선족 현지처를 두는 등 한국인에 대한 나쁜 인 

상을 남겨놓은 부정적인 경우도 많았다. 최근 
에는 북한 처녀들이 조선족이나 한족들과 결혼 
하여 거주권이 확보되면 도망기는 경우도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 주님의 사 

역자들이 영향받지 않고，거룩하심으로 보호받 

도록 기도하자. 이 지 역에서는 조선족을 상대 
로 한 유치원이나 양로원，장애인 사역 등이 이 
루어지고 있다.

기도제목
1. 옌지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녹아져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변의 교회를 잘 섬기 
는 교회로 서도록.

2. 이 곳의 사역자들이 사단의 속임 에 빠지지 
않고 매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실•아갈 수 

있도록.

3. 이 곳의 조선족 동포와 탈북 동포들이 하나 

님의 복음을 전해듣고 구원을 얻도록.

정리/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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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다이제스트

한 현장 선교사의 직설적 조언

윤희원 저 • 에영커뮤니케 이션 • 244쪽 • 7,500원

저자는 이미 r한 무명 선교사의 역설적 조언j 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한국 체질에 
맞는 선교 전략의 방향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책은 최근 몇 년 간 한국의 경제 기반이 혼들리면서 표류하고 있는 한국 선교 
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현장에서의 자세, 세계선교를 위 
하여 한국 교회가 짊어져야 할 선교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한국 체질에 맞는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하는 
현장 선교사들의 현실과 고뇌를 통찰하면서, 주체적인 선교이론과 작업을 시도하 
고,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사랑을 담은 조언을 해 주고 있다.

IMF시대와 2 1세기 세계선교에 평신도를 부른다 

이사무엘 저 . 성광문화사 ■ 324쪽 . 7,000원

2 권으로 된 이 책은 평신도 자비량 선교를 성경적 . 역사적 .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성경과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에서의 평신도 자비량 선교의 예를 제시하며,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 

로 하여 평신도 자비량 선교의 유형들을 실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교역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지 역교회와 초교파 선교단체 간의 협력문제에 
대하여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언급하고 있다.

중국교회와 선교(제7호)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 324쪽 • 7,500원

중국복음선교회〈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에 서 『중국교회와 선교j 제7호를 발간하 
였다. 이 책은 1 년에 두 번 발간되고 있는데, 이번 제7호 특집주제는 ‘21 세기로 향 

하는 중국교회’ 이다. 필진으로는 조나단 차오(CIM 국제총재), 량자린(홍콩 지엔따 

오(建道) 신학교), 싱푸쩡(홍콩 지엔따오(建道) 신학교), 천레이(대만 따오성(道生) 신 

학교) 등이다.

또한 현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중국 가정교회, 삼자교회, 조선족교회에 대 

한 비전을 다루었으며, 중국 사회문제로는 중국 민주화, 지식인, 지식인 기독교 개 
종과 소수민족과 관련된 티벳 및 소수민족에 관한 글, 그리고 종교자료가 실려있어 
중국선교 관심자나 헌신자들이 창조적인 선교전략 등을 모색하는 데 큰 유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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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간도서

황하에서 천산까지 
김호동 저 • 사계철출판사 . 220쪽 . 9,000원

이 책은 중국 전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4대 소수민족인 티베트족, 희족, 몽 
골족, 위그르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들 각 민족들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접해 있 
었던 까닭으로 몽골처럼 한때 중국을 지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강력한 중국의 힘 

에 눌려 계속된 간섭 하에 놓여 왔다. 따라서 이 책은 이클 각 민족들이 중국과의 역 
사적 관계 속에서 갖게된 애환과 계속된 패배 속에서도 버리지 않는 소망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중국 소수민족들의 종교가 그들의 역사와 삶,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 소수민족 선교를 하고자 하는'사람들에게 많은 도 

움을 줄 것이다.

난징대 학살
아이리스 장 저 • 김은령 역 . 도서출판 끌리오 • 320쪽 . 12,000원

r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일본의 끔찍한 만행에 대한 보고서이다. 

대학살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중국인의 손녀인 아이리스 장은 생존자들과의 심층 
적인 인터뷰와 새롭게 발견된 4개 국어의 문서들을 토대로 이 글을 썼다. 이 책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씩어져 사실감을 더하며, 특히 화보로 구성된 사진들이 당시 
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전해 준다.

“20세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로, 전세계 전쟁을 다룬 책 중 고전으 

로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  라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낸시 통(Nancy Tong)이 
극찬을 한 이 책은, 수십년 간 일본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지우려고 노 
력해 온 사건을 역사 속에 되살려 놓았다.

공자의 이름으로죽은 여 인들
田汝康 저 • 이재정 역 . 예문서원 • 248쪽 . 7,500원

이 책에는 정절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수절하거나 자결한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 

가 실려 있다. 한 여인은 남편이 죽자 따라 죽겠다고 결심하는데, 그녀의 친정아버 
지는 이를 만류하기는 커녕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자랑스러워한다. 결국 그 여인 
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그 고을의 이름을 높이면서 굶 

어 죽어 간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여성의 정절에 대한 강요나 자결 행위가 순전히 유교의 영향 

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유교의 개창자인 공자는 사람의 생명을 희생물로 

삼는 어떠한 의식에도 반대했다. 공자는 산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을 대신하던 나무 

인형(诵)을 망자와 함께 묻는 장례 풍속조차 극렬하게 비난했다. 유학은 생명의 가 
치와 더불어 삶을 영위해 가는 현세적인 삶의 유의미성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여 
성의 수절과 자살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동양 중세 사회의 현상을 오로지 유교의 탓 

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비록 겉으로는 공자(유교)의 이름을 내세우며 행동하고 표 
창하기는 했지만, 그 심층에는 오히려 그 시대의 특징적인 사회 . 경제적 원인이 있 
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저자의 논의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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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기ᅵ서판

해 외  선 교  단 제  정 보  \

오픈도어선교회 성경전달 사역 

중국
기간: 2000년 2월 중(5박 6일)

경비: 65만원
신청마감: 2000년 1월까지 

중동
기간: 2000년 2월 중(2주)

경비: 170만원 (예상)

신청마감: 2000년 1월까지

인도차이나
기간: 1999.12.13(월)~18일(토)

경비: 65만원
신청마감: 1999.11.13(토)까지
* 모든 경우 비자 수수료는 별도 청구.

문의처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Tel: 02-486-3171-2)

KRIM ART
"컴퓨터 맵병(mapping) 찍샵 ’
선교사역 도중 당면하는 문제나 선교단체의 

특정전략을 훈련생이 직접 연구 프로젝트로 
만들어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일시: 1999.12. 6(월)〜 10(금)/ 5일간 
장소: GMF 안산센터 (변경 가능)

회비: 미정
문의: KRIM(Tel： 0345-40&«294)/ 이정표 간사

제3차 단기 P&M 사역
사역지: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 

기간: 99.12. 20(월)〜27(월)

참가인원: 선착순 O 명，의료인과 비의료인 
경비: 130만원(국민은행 081-25«0016_538)

사역내용: 이동진료 사역, 중보기도를 통한 

치유사역과 교회개척 
신청마감: 99.11. 30(화)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문의: 인터 콥 M&M 배미라 간사 

(Tel: 02-796-3541-2)

중 국 선 교  세 미 나

주제: 현대 중국 사회의 부패 문제 
강사: 박미 진 (본 연구소 연구주임)

일시: 1999. 10. 28(목) 오후 7시 

참가비: 5천원
문의: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Tel: 02-31 또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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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99.11.8(월)〜11(목) 저녁 6시 30분 

장소: 인천 송월장로교회 (Tel: 032-765-7851) 

주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를 내게 주소서’ (수 14:12)

내용: 세계선교의 흐름과 나의 동참，특수선교 

에 대한 이해와 동참，후원에 대한 이해 
와 준 비 • 실천에 대하여 

선택특강: 영적전투，미전도종족선교，선교와 

문화，해외캠퍼스사역，인터넷선교，국내 
외국인 선교, 전문인 선교，MK선교 등 

강사: 정민영 (GBT 공동대표), 유병국(한국 
WEC 대표), 김용기 (태권도 선교사)， 

정제순(GBT)，김선정(교사선교사)，
김교철(중국선교연구협회 회장)，

이 영재(KCM) 그 외 다수 
회비: 2만 원

주최: 인천 해외선교단체연합회(중국어문 
선교회，엘림해외봉시선교회，AAP,

예수생명운동，연안선교희，WEO， 
외항선교회，GMP,GBT)

문의: 인해연 사무실

(Tel: 032-863-1231, H.P： 019-282-1419)

중국 연구모임

중국에 관심이 있고 중국의 제반상황을 알고 
자 하시는 분들과 연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이로 야기되는 제 
반문제들을 연구하여 중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올바른 선교적 접근을 모색하는 시간 

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람니 

다.

주제: 중국 경제발전과 제 문제 
일사 99. 10. 2-12. 11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12:00 

문의: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Tel: 02-31 또6867)

’ 99 선교인천 EAM 선교사 후보 모집

동아시아선교회는 21세기 중국선교에 동역 
할 선교지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원: 정식지원자 5명/ 예비지원자 20명 

사역분야: 신학교육/지도자교육 
학원선교/제자훈련 

행정사역/현지 및 본부사무실 
교회교육/청소년 교육 

자격요건: . 중국선교의 소명이 분명한 사람
• 교회나기독교단체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일해 온 사람
• 본회의 선교사역 방향에 동의 

하는 사람
선발과정: 예비지원서 제출/심사 

정식지원서 제줄/심사 
성경 및 교리시험 

(신대원 졸업자는 제외)

인선위원회 면접(최종심사)

문의처: 동아시아선교회(Tel: 02-878-3750)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기도합주회: 매월 첫째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중국어문선 교회 인천지부사무실 
중국어교실: 초급반(화, 목)/중급반(월，목)

오전 10:00~12:00. 약 3개월 과정 
선교중국어교실: 주 1회 (금).

오전 10:30~11:30 

중국선원사역: 중국 배 승선전도.

주 2회 (화，금). 자원봉사자 모집 중 

문의처: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Tel: 032-762-0748, H.P： 011-244-1106) 

E-Mail： bauri@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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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 受 逼 迫 的 教 会 複 告
(핍 박 받 는  교 회 를  위 한  기 도 )

主耶穌啊! 称是我们的好牧ᄉ, 称的杖和称的竿都安慰我们»
Zhii yesQ u Ni shi w6men de hdo mCi r6n ni de zhang h6 ni de gQn dou Gnw^i w6men

称曾应许要与我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nT c6ng y ingxii y^o yvi w6men t6ng zdi zhlddo sW ji^  de mo Hao

我们相信称会帮助称的教会，成황화的应i宁o
W6men xiangxin n! hui bGngzhu nl de jiao hui cĥ ng jivi ni de ylngxu

称的教会尚在争战中，称是我们的元师，향險得我们的^ i f 。
Ni de jido hui shdng z6i-zhfingzhdnzhong ni shi w6men de yuanshuai ni xiao de wfimen de ruanruo

求称坚固称的教会, 使它能成为圣洁,
Qlita ni jiGngu ni de jido hui shi ta n^ngch6ngw6i shengji6

又靠羞称的ᄎ能ᄌ力打那美好的t t ，
y6u kdo zhe ni de da neng da 11 dd na m^ihao de zhang

胜过ᅳ切的患难和仇敌的攻击，直等到称一切的仇敌都作了 禅
sĥ ng guO yi'q治 de hu^nnan h6 ch6u di de gOngjl zhi d^ngdao nT yi qi촌 de ch6u di dOu zu6 le ni de jiao deng

愿称的国降临0 主耶穌啊! 我愿称来„ 奉主耶穌的名祷告, 阿们。
y jan  ni de gu6 jianglin Zhfi YesQ a  W5 yuan ni Idi F^ng zhii yesQ de minR dfioRao Q men

주 예 수 님 , 당신은 우리들의 좋은 목자이시며 ,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

주님은 일찍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도우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 

주님의 교회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

당신은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

주께서 교회를 견고케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시고 ,

또한 교회가 주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잘 싸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

그래서 모든 원수들이 당신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교회가 모든 환란과 원수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 니다 .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아 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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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균 교  중 국 ^ T i l 화  j "

挽  回 祭 (화목제물)
w an hrn Ji

A ：神 是 只 会 惩 罚 罪 ᄉ 的 一 位 可
Sh6n shi zhi hul ch^ngfd zul r6n de y i w ^i k6

怕 的 存 在 吗  ?
pd de cCnzdii ma

A  ：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기만 하는 

무서운 분이신가요?

B ••蘇 ! 혔® 0 
its* 魏 생 0

B : 죄 그 자체는 심판과 형벌을 받 
아야만 합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

A ：圣 洁 的 神 怎 么 能 爱 犯 了 罪 的
Sh6ngji6 de Sh6n zgnm'e n6ng d i f6n le zul de

ᄉ 呢 ?
r6n ne

A  ：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범죄한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나요?

B ：所 以 说 神 的 爱 是 绝 对 和 奇 异 的 o
Su6yi shuO Sh6n d6 a i shi ju6dul h6 q fy l de

神 在 我 们 因 犯 罪 而 成 为 神 的 敌
Sh6n zh\ w6men yin fdn zul 6r ch6ngw6i Sh6n de di

ᄉ 时 ，他 差 耶 穌 做 了 我 们 的 挽
r6n shi t& chQi YesQ zu6 le wfimen de wfin

回祭 o
hul jl

B ：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이고 기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원수 

가 되 었 을 때 ,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

A ：你 是 说 耶 穌 是 代 替 犯 罪 的 ᄉ 类
NT shi shuO YCsO shi daitl fdn zul de renl̂ i

受了惩罚  ?
sh6u le ch6ngfd

A : 예수님이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B ：是 的 。借 羞 耶 穌 , 我 们 得 与 神
Shi de J.idzhe YesO w6men d6 yu Sh6n

和 好 ，不 再 惧 怕 神 ，而与神亲
h6h6o bO z6i jupa Sh6n 6r yQ Sh6n qln

近了 0
jln  le

B ： 그렇습니다 .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 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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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새 일꾼을 찾습니다

중국어문전교회 출판부，연구부 

간사를 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 

시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판 • 연구 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지금 
즉시 출판 • 연구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S  02)533-5497, 석은혜 선교사

중국어문전교회 인전미부 

^사를  씁니다.

인천항 중국 선박에 올라가 중국 승무원들 
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전임사역 

자(간새를 찾습니다.

중국선교에 소명을 받은, 중국어 구사 능 

력이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S  032) 762-0748 정선영 선교사
H.P 011-244-1106

동아서아전교회에서 

전교사 우보를 모입합니다.

21세기 중국선교에 동역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정식지원지•: 5명
예비지원자: 20명

사역분야: 교수요원, 학원선교,

행정사역，교회교육

문의: 동아시아선교회 

a  02)878-3750

단기 전교사를 9T습니다

1. 사역지 : 동북아시아 A국
2. 사역기간:

2년 이상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3. 사역분야:

ᅳ피아노 교사
- 제과제빵 기술자 및 관리자 
ᅳ원예농장 

(나무와 꽃 , 농작물 재배 협력자)

ᅳ유치원교사(전공자 및 경력자) 
ᅳ조등학교 교사 
-도 서 관  사서 
-Coffee shop staff
4. 자격: 각 분야 기능직
5. 문의 : 두란노해외 선교회

S02)793-7769( 직통), 

02)794-5100(교환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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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중국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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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는 어느 정도 준비되었으나 직접 사역하기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분과, 곧 선교지에 나가고자 하는 분올 

위해 사역 중국어 과정을 가)설합니다.

교육일정: 학기당 20주 , 1 년 2학기 

수업시간:주 2회(화 목)

※수요일에는 중국어 예배를 진행합니다.

개 강: 99년 12월 초(자세한 일정은 개별 안내)

교육내용: 사복음서 강독을 통한 성경 중국어/

기초 양육 중국어 (신생명)/ 성경암송/ 기도문

자 격:

1. 중국어 구사 능력 :

중국(대만) 유학 2년에 상당하는 수준 이상 또는 

국내 대학 중문과 재학 이상

2. 중국선교 헌신자 또는 人 柳

문 의: 중국어문선교회 개척선교부 T. 02)594ᅳ8038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 -； , ■ - - . 1  -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 게 사랑하신다고요?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면,

중국어 문선교회 문서 선교부로 오십 시 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 소책자와 양육 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중국어문선교회 강하림 간사 (근무시간: 오전 9시 ~오 후  6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 53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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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nK의 글

o | 시대에 한국이 중국선교를 가 안 다 ■ 는  양우I성이 무르ojcH 많은 현/난자들o | 현지에 가/H  사업을 하 

고 u 시0스 대■부분은 y ^ i:  원 을  컁시 못^  재 수 j  하고 °> i 는 쨘 빠 운  실정입니다. 이에 중국복음선교$ | 

에서는 중국선교 /ᅳ나행전문가에 의한 ᄉ요제정인 중국7、■!교/ 나■■훈현을 통해 중국 ■언교/나로/：서의 °g 성고h 0J경으I M 

성，중국0나 4 사와성교, 중국 실제/-1역의 이해, 중국한^ 4 응능적 ^ 4  정^하에 ^  진문선교사를 °的 朴  
는 기고소으로 중구、:i 교/ -f■■훈현 고맹을 개성하였습니다. 중국M 혼을 A ta j하/-1며 그■들OTHI 정생 현/办卜/: |고자 
하는 여 ZH 분을 중국 교/나■ 훈턴의 집메 초대합니다■_

2000년도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 5 ■공 a ; }  교사妄련원 흐} 새 i  지!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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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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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위
6. 원서교부 및 접수 : 연중교부/1999.11.30 마감 
7： 시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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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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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查 주 께 로

1999년 11.12월 호 (통권60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박성주 
발행.편집인/이동화
편집위원/강성광 • 김중하 ■ 김피득 • 마민호 

왕쓰웨 • 지인성 • 한수아(가나다 순) 
편집장/석은혜
편집기지•/한영혜 • 최귀례 • 권수영 • 곽숙 • 

박정 희 • 전하영 
편집디자인/박정영

중국查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9년 10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S  02) 2264-5354 
인쇄인/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a  0344)906-9191 ~ 4

가격/ 5，000원 

(1 년 정기구독 3만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문서사역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전화: 02)594-8038，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중구 답동 4 4 - 24 원지당 약국 3층 
전화: 032) 762-0748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 
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 
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 
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cpm.or.kr

☆ E -  mail 
sinim@chollian.net

☆ PC 통신 천리안

중국선교전̂ 지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함께 99년 천년의 
마지막 세기가 저문다. 다리가 끊긴 줄도 모르고 가속의 

굉음을 내며 달려가는 기차처럼 온갖 군상을 싣고, 오늘 
의 지구호는 이렇게 휘몰려 간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우리는 이 한 해 무엇에 힘써 왔던가? 우리가 거둔 열매 
는 무엇인가? 연말이면 누구나 한 번쯤 자문해 보는 말이 
지만, 어느 해보다도 절실한 느낌으로 다가옴은 무슨 까 

닭일까.

올 한 해 「중국을 주께로」가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사 

실 하나로 큰 위로를 삼으며, 부족한 저희를 위해 물심양 
면으로 힘써 주시고, 기도로 동역해주신 애독자 여러분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후기

국외 정기구독료(1 년) 

항공우편

1 지역
일본, 흥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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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중국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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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im

http://cpm.or.kr
mailto:sinim@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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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주께로 정 기 구 독  안 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 화 ᅳ 592~013Z ᄋ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정귀 지로번호 76ᄋ2362(정기구독으로 S 八I)
국£J은행/ CX>8HDV0454-T78(여Is 주: 박성주)

__________

독 자 카 드  1 9 9 9 년  11.12 일 호

귀하의 의 견 은「중국을 주께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음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께로」 에 보완될 부문이나 수정되어야 할 무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저기 2 도 서저서
o n L  O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 신규구독 °  지!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1 : ᅵ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口 1년 30,000원 (6권 ) □ 2년 60,000원 (ᅵ2권 ) □ 3년 90,000원 (18권 1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정인
이 름 (남, 여) 전화번호

주 소 (우 -  ) ( 통 반) 출석 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 ( 통 반)

전 화 -
ᅵ....... ...

신청 S
mmrnrn ^  ^  % > »  4% a  汽  mm jm 콸 \  mm ^  ^  *S 싸  汽\ = 의 02) 533- 5497, 02) 592-0132

향생̂^ ^ ^ ^ ^ ^ ^ ^ ^ 해̂̂ ^ ^ ^ ^ ^ 향a命. 향̂故秘행̂)(쓰成 叙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융답이■겼!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일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램 33: 3)

중국 성교의 문이 2H 않리 지 않는 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앗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로쎄 모든 당6그 문들을 않 수 앗습니다.

그러 나 또한 우리 가 기 도하지 않는다면 선교의 모든 문들은 당인 채로 OJ게  될 것입니 다,

우리에게 허락61■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잉 또한 막중형니다 ,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광된 책입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인들입니다,

C>l■늘0)1 서 O ID I 성추J된 아버지의 뜻이 Ol tt^CXI 나타나기 우ᅵ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중보자가 팥요^ 니다,

주님의 초청에 평신은 어평■게 반응하시겠습니 까 ?

중국을 위해 항7거I 나누며 기도하는 동역의 장이 평/난에게도 험a  있습니다,

중보기 도로 중국을 성기 실 분들을 초청임니 다 ,

시간: 매주 월요일 저닉 6:30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훈련원

문의 : 중국어문선교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5-11 (3층) 

Tel. 02) 592—ᄋ132’ 594-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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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께 로

c 중국에대해아십니까?
『중 국 을  주 께 로 』가  9 )  습 니 다 .

희어진舊  ‘와서 우리를 도우라’ 는# 국 교회의 외횡이 당신의 귀에 들리 
고 있습니까?그렇다면「중국을 주께로」를 구독하십시오.중국 교화가 무엇 
을 필요로 하며, 게 도울 수 있는지 알게 S  첫입니다. 중국에 대해''구 
체적으로 ^*:그 들 을  올 바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눈과 귀가 될 것이_ 

며. 중국 선교에 동S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선교 현장된 숨결을 전할 

것이며, 그라코 중국 선교사를 돕는 후원자들에게 기도의 보고가 ,  것입 

니다. 중국 ^■에 비전이 있는 교우나 당신의 후원자를 위해 대신"「중국 
을 주께로1를 구목 신청 하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 년 (6권) 구독료 30,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TEL02) 592-0132,533-5497,594^80^,

535-4255, FAX:599-2786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11(3층)

『중국을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국민은행 00&01 -046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노용지 7602362 
(회지 구독요금이라 적어 주십시?':)

찼 口 I주지역 정^ I구독: LA의 JOY ̂  |독백화점 
(수신자 부담 전화 1 ᅳ800~662-7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