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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마지막 주에 KAGMA (Korean Amencan GIObal Mission Association)리는 미주한인 2세대가
주체가 된 선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논의된 내용 중에 하나는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말하자면. 선교사는 ‘갑이요. 선교지는 ‘올.이리는 문화가 아직도 선교사와 선교지에서 큰 축으로 움직인다

는 이야기 였습니다. 영 어로 ‘Gap and Eul,이라고까지 표기하며 열띤 논의를 히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 전 필
리핀 사마르 섬에 도칙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현지인 동역자가 들려준 .기미노현상이리는 전설 같은 얘
기 가 떠 올랐습니 다.

이 ‘기미노' 현싱은 정글을 지나던 사람이 마귀의 주술로 길을 잃게 되는 것인데. 이 쪽 저 쪽 빙빙 돌며 길을
찾으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정굴울 빠져나갈 수 있
는 방법은 단 한 가지. . .모든 옷을 하나씩 벗어 뒤집어 입는 것입니다. 속옷은 속옷대로. 겉옷은 겉옷대로 뒤
집어 입고 오른쪽 신발은 왼발에. 왼쪽 신빌은 오른발에 거꾸로 신고, 설상가싱으로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을 쳐서 앞으로 가야 마귀가 걸어 놓은 주문에서 풀려나 정글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였습니
다. 요즘 이 ‘기미노.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마음에 떠오르는 이유는, 이 세상의 법대로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를 포힘한 인생.이리는 여정의 발길이 빙빙 도는 제자리 걸음만 하다 끝을 낼 수도 있
겠다는 두려움이 생긴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모든 일에 이 세싱쾨는 반대로 뒤집어 살고 뒷걸음
질로 걸어야 된디는 진리가 이 기미노 이야기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신속하게. 빨리빨리, 전혀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섭게 달려가는 사림을 능력자라고 부르는

이 세상에서, 뒷걸음질로 천천히 가는 사람을 우리는 아마 답답하게 여기고 바보스럽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뒷걸음질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걸음이며. 절대로 빨리 빨리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뒷걸음질로 전진한다면 쉽게 볼 수 없는 앞길에 대한 큰 믿음이 필요할 것이
고. 그렇게 불편하게 걷는 사람에게는 앞서 인도하는 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걷는 사람

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싱횡을 쉽게 쉽게 스스로 판단하며 걸을 수는 없으니 자주 머리를 돌려 우리가 가는
길에 앞서 가시는분을잘살피며 걸어야할것입니다.

GP리는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세싱괴는 다르게 거꾸로 뒤집어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을의
인생과 사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며 그려가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캅몰 최고라
여기며 열심히 캅, 이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을'이 되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 ‘올이 된 자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디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니하면 예수님도 심하게 ‘갑질을 당하신 .을'의 인생을 사셨디는 생
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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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ng the KAGMA (Korean Amelican GIobal Mission Association) gatheling, a couple of months
ago m Southern Califbrnia. there was much conversatl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ap and

Eul’.

The “Gap and Eul'. are the first two Chinese characters on the ]ist that is used m the Korean

Zodiac slgns. Usually ‘‘Gap,, is the one Who has more power. wealth, and control where as “Eur is

considered the opposlte whom the “Gap” subjugate. Unfbrtunately, ‘‘Gap and Eul,' is ]ike the patron
and client relationship which is still prevalent m the mission fleld

Ibreign missionalies being ‘.Gap.’

and locals being ‘Eul” Ths passlonate conversatlon somehow made me recall the legend of. Gimm-o
phenomenon. that I had heard many years ago m the Phihppmes

The stoly goes. .. a man gets lost in the jungle because a devil puts a spell on his wEW home
walks fbr 1nany hours looking fbr his path going home but to no avail
w” to get out of the pl.edicament

He

Howevel., there is onb/ one

Fh.st, he must take off all his Clothing. Then he has to wear

each article mside out hom his underwear to his outer gannent

mlsmatched, Iight shoe on the left fbot and vice versa
then has to walk backwards m order to get home

Even his shoes haye to be worn

When all of the clothmg ls wom oddb/, he

The Spell fmally breaks and he hnds home Safbbr.

The st이y reminds me that I wil not find my home unless I journ데 on this life that is contraly

to the ways of the world, inside out, upside down, and backward The st이y has a simple and yet
profbund truth m it

The world calls fbr better, higher. bigger and faster m a “Gap” wannabe

The goal of ljfe becomes

to have a better car. a bigger house. a faster internet and Climb higher up on a career ladder.

It

seems someone surely put a Spdl just like m the jungle. m this world that we live in ESpecially smce
walking backwards takes a lot more time thall walking fb'ward, it also requlres frequent turmng
of your head m order to move ahead with backward steps. This awkwardness often coincides with
uncertainty, which norm겐ly calls fbr faith m the ONE who walks ahead of the backward trekker

It is my hope and pl.ayer that the GP commumty would seek to become and serve the .‘Eul'. while

the whole world is pursulng the lifb of ..G””.

Knowmg that Jesus has never been a ‘‘Gap” while

he walked on this earth. it would be safe to say may we all live a life inside out, upside down and
walking backwards, so that we would amve home saf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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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nte o encontro do KAGMA(Korean Amencan GIobal Mission Association), haviam muitas discussoes em

relacao ao “Gap e o Eul”. “Gap e Eul', sao as primeiras duas letras do mandarim que sao usadas no idioma
coreano. Normalmente o “Gap” e a pessoa que possul mals poder, riqueza e que controla o “Eul', que e o
oposto, ou se, um su떼ugado. lnfelizmente “Gap e Eul'' sao como as relaⓕes entre patrao e o cliente onde e
p!evalente no campo missionario. Missionarios do exterior sendo o “Gap'' e os missionarios locais sendo o “Eul,'.
Essa conversa de algum modo me fez recomar da lenda que havia escutado ha muims anos atras em Filipinas
chamada FenOmeno de Guimino.

Essa lenda chamada ‘‘FenOmeno do Guimino", ①nta a Iespeito de uma pessoa que se pe떠eu no meio da selva

devido a um fem?o dado pelo diabo. Nao importava em qual dire?ao ou caminho que ele segula, no final, essa
pessoa vohava para o mesmo lugar. Mas existia uma maneira de sair dessa selva.
Para ser liberto do fenico do diabo essa pessoa devena se vestir tudo ao contrario. Retirando todas as Ioupas e
as colocando ao avesso, inclusive as Ioupas inlmas e a tloca de lados do sapam Para plorar mals a sltua@ao a
pessoa devena caminhar p테a tras para poder voltar para a casa
UItimamente esse conb do ‘‘FenOmeno do Guimino” me vem a cabeca.
희

o motivo e que se nao andarmos pelos caminhos contrarios desse mundo, a nossa vida e a missao estarao
caminhando em circulos onde nao levarara em um caminho algum.

Por isso me faz pensar que dentro desse conb de ‘‘Guimino” coma a verdade para viver e caminhar o mals
contrano possivel desse mundo em todas as CMcunstancias.
Esse mundo define “pessoas capacNadas” aqueles que s5o ageis, rapidas, que nao olham para os lados por nao
telem medo algum de segulr em f佑nte. Aqueles que S현o len①s provavelmente sao denominados de frustrantes
e estOpidos. Caminhar lentamente nao significa caminhar para tras e slm caminhar para a frente, mas sendo

impossivel de caminhar rapido. Acredito que se nos caminharmos lentamente para frente nao poderiamos avistar
com facilidade o caminho adiante e isso faz com que preclsemos ter mais 1e. Para as pessoas que caminham

assim desconfortavelmente, e preciso de alguem para guia-los. Ja que n5o ha como avaliar tao facilmente a

Shua@ao quanto a pessoa que esta adiante, prec!samos segui-lo.
Tbdos nos da comunidade da GP vivemos dilerente do mundo e por Isso a minha espera"Qa e que sigamos com
a vida e o ministeno.

A minha esperan@a e que a ⓕmunidade da GP busque o ‘‘Eul” enquanto o resto do mundo esta em busca de
uma vida “Gap''. o mundo diz que ‘‘Gap” e a es①lha certa e que preclsamos nos esforpar para atingi=lo, mas
preclsamos ser o “Eul'' porque Jesus vlveu uma vida “Eul', e nao uma vida “Gap''.
GLoBAL태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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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제협의회 의장

는데전기공학전공자라신힉을할준비가되어있지않았
습니다.그런데힉교에서는신학관련3膵l점을다수료해

찬송 부르다
주님 의
부르 을 받다

야한다고해서힉부괴정까지수강해가며학점을채우고,

한학기를더해3년반에걸쳐공부를마쳤습니다.

Q. 목회자의 자녀로서 절대로 목시가 인된다고 하셨디카 하
나님의 은혜로 이 길로 들어오셨는데, 이중언어를 구사
히는1.5세로서한인목회를하시게된경위와목회비전
올짐깐니눠주세요.
A. 전혀 담임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고. 대힉교 때 헌신했기
때문에캠퍼스나2세사역을해도되겠다고생긱했습니

GP국제협의회 의장
미주이사회 이사장 양성일 목사

다. 사실 저희 세대는 이민 외서 신학적 케어를 못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중고등부도 없었고, 저희를 지도해주

는선생님도,전도시님도없었고,우리가다일아서했어
야됐죠.잘알지도못하면서주일힉교교사로도일했습
니다. 어른목회에 같이 끼어서 돌이가는 셈이었죠.
저희가 제일 나이가 많고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Q 이번에 새로이 국제협의회 의징cl 되셨습니다. 본인 소

개를 부틱드립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오시

게 된 경위와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셨
는지도 나눠주세요.
A

제가 만 열두 살이던 1972년 1월에 가족들과 함께 이민올
왔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이셨는데 미국으로 먼저 유학 오
셨다가 71족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때 시키고에 살면
서 7학년을 미국에서 시직했고. 심페인 얼바나에 있는 일
리노이 주립대학의 공대 전기공힉괴에 진힉했습니다.

을 케어하리고 하면 베이비 케어 欠빕에서 봉시하고, 성
가대로도 봉시하리고 하면 또 그렇게 봉시하면서 교회 생

활과 이민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디보니 이민 2세대에 대한 안티까움이 있었어요. 그래
서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니는 1.5세 전도사들이 모여서 2
세대를 위해 우리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시직한 것이

바로 ‘One m Love' 수양회였습니다. 그렇게 2세들을 케어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 대희을 가고 자연스럽게 캠퍼스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목入k卜들로 자랐지만 신앙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가. 대
힉교 3학넌 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

전 준비찬송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였습니다.
챤송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찬송만 반복해서 부르셨는데 ,
5절까지 있는 그 찬송을 외우다시피 계속 따라 부르디보
니, 복음의 핵심내용이 제 미음에 처음으로 다가왔습니
다. 그날 설교도 듣기 전에 찬송 부르다가 주님의 부르심
을 받은 거죠.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
는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공대를 갔었는데 그날 부흥회
가 끝니고 저녁 철야기도에 가서 비로 하니님의 섭리와
부르심을 띠라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 었습니 다.
대힉을 졸업 하고 1983년에 트리 니 티 신학대학원을 들어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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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제협의회 의장

교회에서 시직하리고 해서 영어 예배로 풀타임 사

미hM 마칠 때까지 3년만 있겠다고 생긱했어요 그

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동부 코네티컷에 계시

런데 아들이 일찍 태어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계

던 한 목사님이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

획이 다 바뀌었어요. 부임한지 1년 지난 93년도에

면서 , 후임자를 찾던 중에 저한테 전회를 하셨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괴분

한국목회를 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지요 저는 ‘여

한 사링을 행} 차마 떠나겠디는 밀을 할 수가 없었

태까지 영어권만 했고 한국목회는 디른 목사님들도

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던 것이 10던이 되고,

많이 계시고. ..’ 이렇게 대딥히는데, ‘2세대와 1세대

10년이 채 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은

를 모두 아는 1.5세대가 한국목회를 밑이서 중간 다

퇴하시면서 자연스레 제가후임이 되어 그냥붙잡혀

리 역할을 하며 이민교회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있다보니,어느새23년이된거였죠.

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기도를 해보라고 하시는

제가 엔지니어출신이라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라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오래해도 자신이 없

한번 몰두하면 일만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어서 ‘혼자서는 절대 안되겠고, 1.5세 목회자 둘이

데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목회경험이 찧bl다 보

가면 안되겠느냐고 교회에 여쭸어요. 그랬더니 선

니, 목회 전체가 시림을 키우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뜻 허릭cl 되어서 합의늅kll 동사목회를 3넌동안 하

중요하디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

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직한 첫 목회는 굉장히 재

회하면 할수록 프로그램도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

미있긴 했지만, 우리가 준비가 많이 안된 상태라 시

도 아니고. 인간관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행칙오도 좀 있었습니다. 이전에 영어로 청소년 사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

역을 하며 느꼈던 한계 중의 하나가 우리가 okl들

다. 목회도 한 영혼 선교도 한 영혼을 세우는 것입

을 열심히 가르쳐도 부모의 영향을 못 벗어난디는

니다.

거였어요. 먼저 부모들의 생긱을 흔련해서 바꾸지

Q. 사모님을 일찍이 대힉교 '학년 때 만났다고 하셨

않으면 아이들을 비꾸는데 한계가 있음을 많이 느

는데,목회를하겠디고하셨을때사모님의뱐응은

꼈었지요 그래서 한인목회에 도전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냐요?

다시 트리니티로 돌아와 Th.M

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

후, 밀워키에서 영어권 목사로
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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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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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한계에 대해 아쉬운 생각
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목사님
이 x뀨 저한테 한국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3년 정도 목회 경
험이 있다 보니 부목사 시절부

R

터 당회에 같이 들어가고 한국

j

사역을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역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사실 그곳에 오래 았을
생 각은 아니 었습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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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도에 동부에 갔다가 92
년도에 중서부로 와서. 처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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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가 변회된 그때가 비로 제 아내가 대학 입학했을
때죠.어려운시기였어요.그런싱횡에서제가6개

시 바로 공모하기는 좀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디음
에 다시 하려는데. 징로님들이 목사님이 이름을 지

월정도우리둘이긱자할일올일아서히는시간

어서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올가지자고선언을하니꺄자기를차는줄일고

‘점점 반(反)복음적으로 흐르는 시대일수록 이름자

놀라서매일기도했대요.그이후에목kF}되어도

체에서강력한메시지가필요하다는마器하나님

좋고. 이무래도 싱콴없다며. 제 아내도 목사의 딸

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기이 대한 깅한 메시지를

이니까허릭한거죠.그래서자연스럽게정리가되

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디는 생각에 ‘십자가의 교

어피트너로지금까지오게되었어요.

회'리는이름을정하게되었습니다.

Q. 교회 이름을 ‘십자가의 교회리는 이름으로 비꾸게
된이유는무엇인가요?

A.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지 만 5년이 되는데, 밀워키
에서여기로청빙받고올때55세였어요.그교회
에서건축도끝낸지라그곳에서은퇴하게될거라

생긱하고있었는데,청빙을받게되었지요.
저는하나님의 인도하심을항싱키다리는스타일입
니다. 처음에 사역에 헌신하며 서원하기를, ‘하니님
께서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디
로 가겠디고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어떤 사역을

잖아요. 한국에 당시까지 그런 이름이 없었는데. 어
떻게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냐고 누가 물었더니 옥
한흠 목사님이 “ ‘사랑의교회란 이름 자체가 ‘우리에
게 정말 사랑이 있느냐'리는 디소 부딤스런 질문을
던지지 않느냐. 그런 부딤을 갖자는 의미에서 지었
다”하셨대요. ‘십자가의 교회도우리가복음에 대한
부담, 십자7비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는 그

런 부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 투표에서
85%이상의찬성으로확정되었습니다.

찾아서 그 포지션을 지원하지는 않겠습니다.하고

Q. 어떻게 GP선교회와 관련하게 되셨고. 오랫동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빙이 하나님께서 부르

GP선교회와함께일하시면서느낀점이나관련된

시는 것인지 정획한 확인을 해보帖l룔겠다고 징로님들

에피소드,본인이느끼시기에보완할것이있다면

한테 밀씀드렸는데 대회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해주세요.

일사천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직자 회의와 공
동의회에서 바로 다 통과되어. 한 달 안에 빨리 왔

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징로님
들께 얘기 꺼낸 지 두 달 만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A. 이민교회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선교회는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2세 목회
에더초점을두었죠.그런데트리니티신힉교에서
조용중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그 분을 통해 GP의

이곳은 템피리는 도시에서 유학생을 위한 교회로

전신인 PWM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힉교 다닐 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템피장로교회리는 이름으로 38

부터선교가신디고하셔서선교에대한관심이조

주던을 맞은 교회였어요. 15년 전에 건물을 사서 이

금씩생겼는데.미주에서처음으로제1호피송선교

사할 때 한번 교회이름을 바꾸려 했는데 템피가 좋

사로 나가신다고 하셔서 후배들이 돕다보니 자연

디고 해서 못 비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관 건

스럽게연결이되었습니다.

축을 추진하다 보니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이서 바꾸
게된것이지요.

그래도이사를밑는것은생각지못했는데조용중
선교사님이GP미주대표하실때.저더러이제는

처음에 교회이름을 공모하니 40개 이상 후보가 나

이사로들어오면좋겠다고하셔서1999년도에처

외서 계속 투표하며 줄이다가 최종후보 하니를 두

음으로이사로서침여하게되었습니다.

고 투표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과반수 이상 찬성
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이름을 비꾸는 것에는 찬
성하는데, 그 이름은 아니리는 거지요. 그래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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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랑의교회도 그 당시엔 특이한 이름이었

GP선교회

에피소드라면, 2001년9월에시카고에서열린
이사회를잊을수가없어요.월요일에이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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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치고화요일아침에호텔로비로내려왔는데

Gr뾔길이히쪄안타'牌던것충해쌓}가별로증
요하지않은부분에우리가집칙한다는것이었습

9.U테러가일어난거예요.트윈타워가불타고
있는모습을텔레비전에생빙송중이었는데충격

니다.그래서큰그림울보면좋겠디는생긱cl들

이었습니다.테러리스트에대해생각도못하고

j었어요.트리니티의모토에.메이저한메이저.r,I이
너한mk'l너’그런모토가있어요.복음주의라는큰

.

있다가비행기가다멈추고. . .그때부터는회의가

틀안에서우리들이서로김쌀수있어야된디는

회의가아니었죠.이전세대분들이존F.케네디
가자살하던그때어디에있었는지정확히기억

이 죠.
것이죠.트리니티가교단신학교지만초교파적으

하는것처럼그충격적인순간에어디에있었느

로굉장히열려있는것은그런이유때문입니다.

냐하면.저는GP이사회를하고있었던거지요.

저는트리니터에서굉징히깊은인싱울벋았어요.

'그래서우리가치幻l가있어도같이일할수있어야

Q. GP선교회와 일하면서 어떤 단체리는 느낌을 갖게
되셨는지요?

l

하고,다름울인정하면서복음안에서페이저한메

이저.미cl너한미이너틀이루는히니의방법이메
A. 사실 이사가 될 때는 선교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이저를지키논것이었으면합니다.

처음엔선교를좀배워야겠디는欠凰으로시직을

‘그동안인티까웠던것온큰문제가아닐수있는

했어요.이사회를하면서선교사님들만나니까배

것에너무포커스를맞추다보니선교회의효율성

울 점이 많았습니다. GP란 약어로 여러가지 해석

이떨어지는것이었습니다.이번에이런과정을거

이니왔지않습니까?그중하나가좋은사람(Good

치며포커스를다시하나님이원혀시는것에맞추

Fcopk)이많디는것인데.정말맞는것같이요.목

; 편 좋겠디고생걱했어요.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높

사님들. 이사님들. 선교사님들. 좋은 분들을 여기

였으면좋겠습니다.시스템과조직울간소회하면

서 많이 만났고, 선교와 목회에 대해서도 많이 배

서tt'eamlh뼈좀더효율적으로함께협력할수

우고교제하면서그런좋은관계를만들어가는것

있기를바랍니다.앞으로제입기동안에그런부

이참좋았습니다.

분에서도울훈있으면좋겠습니다.
GP선교회의사명이특히현지의지도력개발이라
는것도굉장히미음에와닿았어요원래목회철
힉◇l사림을키우는것이리는것을제가많이강
조하고있었기때문에선교도역시사림을키우는
것이리는것이와닿았지요.선교리고하면그전

까지는그냥가서교회지어주고,교육시키고,그
러한文법에서후원히는거리고생긱했는데.정말
현지에있는사람을키워서그사림들이인수하

여자립할수있도록(takeove폐까지돕는것이주
님께서주신성경적선교리고이해가되니까그게
마음에와닿고,목회와연결이되면서저개인적
으로도많은도전이되었어요.

Q. GP국제협의회 신임 의장으로서 소감이나 선교사
들게게하시고싶은밀씀을나눠주세요.
최근에긱국본부가독립적으로운영하도록행정

적인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20년 7l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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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말라야의 초인을 꿈꾸던 인도어 전공생

리는 큰 물고기를 예 비 해 두고 계셨습니 다. 학교를 그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고등힉교 3학년때부터

만둔 이후에도 힉교에 다닌다고 속이며 서울에 계속

히말리야 깊은 산속에 들어가 명싱을 하며 도를 닦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니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

초인의 삶을 꿈꾸었습니다. 주를 만나기 전이라 어디

고 집으로 돌아7kF만 했습니다. 집과 떨어져 실있을

로 7k卜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힉교생활게

때에는 집인七l 밍했디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질린 그때,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읽고 내린 결정이었습

고향으로 돌oF}서 같이 생활하자 집안이 저로 인해

니다. 그러나 이 꿈은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몸으로 체험하게 되

히말래I와 기장 근접한 전공을 택해 인도어괴로 대학

었습니다. 딩지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잃게 된 부친

진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힉을 졸업하면 어른이 될

께서는 다시 빚을 얻어 공징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였

것이고, 어른이 된다면 그 누구도 히말리cl로 가겠다

으나. 이전의 부채를 갚지 못한상태인지라 매일 빚쟁

는 내 결정을 반대하지 못하리리고 생긱했습니다.

이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친

그러나 대힉교 1학년 말 동창의 전도로 주를 만나 성

척들까지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던 처지라 기족 누구

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약 반년 후에

도 이 싱황에서 벗어날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삶을 드리 겠디는 서원을 하게 되 었습니다. 참

‘‘내가 바로 요내’

된 진리와 구원을 찾아 헤매던 제가 예수를 통해 침된

이런 현실에 너무 답딥한 나머지 어머니는 용하디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 길을 인도인에게도 전해

사림을 불러 굿까지 하였는데, 그들이 밀하기를 ‘이 집

야 한디는 부담김cl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대

의 막내딸이 죽어야 하는데 이 집안의 재산과 그 생명

힉에 입힉했을 때엔 가족의 의사를 따라 대힉에 왔기

을 바꾸었다는 점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에. 힉교 수업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늘 헤매고 돌아

통해 이 밀을 전해 듣던 저는 ‘아. 내가 바로 요니구나

다닌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 선교를 위해 헌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

신하겠디는 목표가 생기니. 이 시기부터 공부도 열심

리는 명령을 받고도 가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탔던 요

히 한 기억이 납니다.

나처럼, 저는 그렇게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던 것
이 었습니 다.

서원과 인간적 인 계산

그러나 집으로 돌이온 후 다니기 시직한 개척 교회에

그러나 3학년 1학기 말이 되자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서 주님은 제자 훈련을 받게 하셨고, 약 5년 동안 말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 년이 조금 넘으면 내가 서원한

씀과 기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훈

대로 인도에 가서 선교를 시작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

련이 어느 정도 차기 시직한 어느 날. ‘주님, 제 불순

게 그 큰 나리에 가서 혼자서 선교를 감딩할 수 있을

종으로 인해 이 집을 치셨을진대, 제가 이제 회개하고

것 인가란 생zkl 사로잡혀 혼자서 고민을 거듭히다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로 인해 치셨던 이

학교를 그만두어버렸습니다. ‘인도어과에 들어와 인

집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고자 합

도 선교 서원을 하였는데. 인도어괴를 그만두게 되면

니다. '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

인도에 관련된 연결이 끊어질 것이니 하나님이리도

도하자마자 그동안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여 있던 집

니를 인도에 보내지 못하실 것’이란 얄팍하고도 인간

안의 땅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어 그것을 필이 제2

적인 생z沖I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큰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

그러나 그때부터 시직된 6년 반의 기간은 잃어버린 시

니다. 이후 인도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바로 신학교에

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사명으로부터 도망

입힉하고, 졸업 후 선교 흔련을 받고, 서원을 갚는 길

가던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업 몰락이

을 걷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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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입국 후 마주한 영 적 전투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려 하자 비가 그치고 햇빛

드디어 1993넌 3월 5일에 인도에 입국하고 얼미되지

에 반찍◇l는 니뭇잎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여

않았던 시점에 심하게 아파서.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

있던 먼지 가 비 에 씻기고. 그 아름디운 본연의 모습이

다 완전히 탈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동료 선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아. 인도가 이렇게 이름디운 나

교사님들의 보살핌으로 약 1주일 만에 낫게 되었는데.

라였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

이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전투를 실김하게

니 이렇게 추한 니라가 되었구나리는 생각이 들었습

되 었습니다. 막 니으려던 시점에 꿈속에서 한 끼만 존

니다. ‘이무리 어여쁜 여인도 한두 달 동안 씻지 않고,

재가 니타나 협 빅을 하기를 “너 를 이 번에 죽이 려고 왔

세수도 안 한 채 지낸다면 어떠힐까! 고왔던 모습은

으나 죽이지 못하고 기는데, 너 죽일 때까지 오겠다”

다 사라지고 온통 지저분하고 고익한 냄새로 가득 찬

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한 번도 경

흉물로 비치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답게 칭조

험해보지 못했기에 ‘참 희한한 일도 있구나하고 생각

하신 니라가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아니 된

했는데. 정말 그 뒤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딩히케

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 다.

되 었습니 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생
명의 비가 인도 땅에 내리도록 해주세요”리고 기도하

인도룰 위해 드린 기도와 응답

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 년에 열

인도 사역 초기에 가장 기억니는 일은 인도를 위해 드

딜은 건기 이고 단지 두 달만 비가 오던 기후가 변하여.

린 기도가 응답된 일입니다. 책을 통해 접해 온 인도에

이 기도를 시직한 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비가 오

대해 막연한 환싱을 가졌던 제가 처음 본 인도는 그 꿈

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무척이나 피곤한 일들을 겪

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명싱과 초월적

고 나서 밤에 짐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는데.

신앙의 니리라 생긱해서인지 무척 고싱할 것이리는 기

깁자기 천둥이 치고 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는 달리 . 더 러움과 시 끄러움으로 가득한 나라였습

밖에 나가 보니 비가 오기 시직하였고, 달력을 확인해

니다. 길7kll는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했고, 10개월 동

보니 지난주 비가 왔던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안 비가 오지 않는 건기는, 니뭇잎이 먼지로 기득늄門

만에 다시 비가 왔음을 알게 되 었습니 다. ‘수천 년 동안

잿빛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정을 붙일

고정되어왔던 인도의 기후도 한 종의 기도를 통해 바

수 없는 니라였습니 다.

꾸시는 하나님께서 이 띵에 이루시지 못할 일이 무엇

그런 생명 없는 건기가 끝나고 7월부터는 우기가 시작

이란 말인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되어 드디어 비가 왔는데. 이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

데 우리는 무엇을 걱 정 하며 근심할 수 았을끼?'

합니다. 어느 날 지인을 빙문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그해에 얼마나 비가 자주 왔는지 대부분의 직물들이

10

GP선교회

선 교사행 전

☞ 三☞옳
~▶

혹

욕

둘

비를통해풍성한수획을할수있었습니다.하지만

나.최소한의정보만을송출하는식으로운영됐고.뉴

그동안 건조한 기후에 맞추어 져 재배되던 농직물에는

스 방영 시간도 약 12분 내외였습니다. 인구 U억의 인

이싱cl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잉피를 사려는

도에서 벌어진 몇몇 공식적인 사건만 디루어도 뉴스

데 가게 주인이 평소 가격인 3루피의 10배를 부르는

시간이 끝나버리니 정작 이 큰 나리에서 벌어지고 있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이라 바가지를 씌워도

는 수많은 비리와 사건들은 감춰지고 결코 밝혀지지

열 배 라나 . . 회니는 것을 꾹 침고 디른 가게로 갔습니

못했습니 다.

다. 그런데 그곳 주인은 한술 더 떠서 35루피를 요구

그 당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림들이 약 50 퍼센트에

했습니다. 이런. . 몇 군데 더 다니며 흥정하다가 지쳐

육박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잉파 가격 이 왜 이 리 올랐는지를 물었습니 다. 잉파 장

글을 읽지 못하는 사림들도 자신의 언어로 된 빙송으

수는 “올해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디른 것은 다 잘 됐었

로 전문적 수준의 뉴스가 전달된다면, 나라의 싱황을

는데. 잉파 농사만은 망쳤다. 그래서 이 양피를 해외

더 잘 이해하고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게 될 것

에서 수입해 팔기에 이리 비씨다쒜’는 대답이 돌이왔습

이고. 그러면 인도 사회가 조금 더 깨어니는 빙향으로

니다. 비록 그해 잉파 농시는 망했지만, 이렇게까지

니아가지 않을까7 그래서 BBC나 CNN과 같은 전문

응딥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김사한 마음이 들었습

뉴스 채널이 힌디어로도 만들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빨

나라에 살며 피부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때만이

리 응딥하셨는지 !

이 러한 기 도를 드릴 수 있디고 생각됩 니 다.

어느 날 낮에 우연히 TV를 켰는데. 늘 빔이만 니오던
힌디어 뉴스가 낮에도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

힌 디 어 뉴스채 널 이 생 기 도록 기 도하다

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끄지 않고 계속 W를

또 하나의 기도 응딥은 빙송국입니다. 93던 도착 후

켜 놓고 있으니. 이 빙송은 한 번만 방영되는 것이 아

언어를 공부할 때 느낀 당혹감 중 하니는 인도 시 시를

니고. 오늘날 한국의 뉴스 빙송 재널처럼 히루 종일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뉴스 빙송이 없디는 것이 었습니

방영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지켜본 후 흥분하

다. 영어로 된 BBC나 CNN 등의 뉴스가 케이블밍을

여 저와 일고 지내던 라디오 언론인 알비니예게 전화

통해 들어오고 있긴 했지만. 문제는 영어를 일이듣지

해서 물어보았는데. 그녀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

못하는 일반 대중을 위한 뉴스 프로그램이 없디는 것

습니다. 이때가 1990년도 중반이었는데 홍콩의 중국

이 었습니 다. 신문도 마찬가지 였습니 다.

빈환을 앞두고, 중국이 통치하게 될 싱횡에 대한 불안

힌디어 뉴스는 있디고 해도 대부분 인도 정부에서 제

감으로 홍콩의 부자나 연예인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작늉셔 공식적인 정부 행사와 관련된 뉴스만 보내거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싱황에서 스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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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이 본사를 홍콩에서 디른 나라로 옮기던 과정 중

집이 혼지. 사는 여성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집임을 알

에 한번 시험적으로 인도에다 빙송국을 세우기로 결

지 못하고, 팀이 함께 살 집이라 별 생각 없이 이사를

정하면서 인도에 드디어 힌디어 뉴스 채널까지도 생

했습니다. 우리 팀에 아직 치카 없던 90년대 초반. 대

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부분의 선교사들은 오토 릭샤(:오토바이모터를 단 삼

니라의 큰 문제나 직은 문제를 아우르며. 변혁을 일으

륜차 택시)를 교통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양 옆이 뚫

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려 있어 공해로 유명한 델리의 모든 먼지를 다 뒤집어
써야 한디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

선 교사라 견 뎌 야 했 던 스토 킹

아오면 바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집

그러나 이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

뒤에는 뒷골목이 있었는데, 주로 청소부들이나, 옷을

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처

다림질하여 배딜해 주는 낮은 계급의 시림들이 뒷골

음 인도에 도칙한 90년대 초반 시절엔 에어컨이 지금

목을 향해 난 뒷문을 통해 이 길로 욍래하고 있었습니

만큼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전기 공급링도 충분하지

다. 그런데 먼지를 씻고 있노라면 누군7타 뒷골목 담

밝} 늘 더위와 맨몸으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50도에

을 넘어와 허술하기 찍◇l 없던 회장실 문틈 사이로 손

육박히는 5, 6월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전기가 들

을 집어넣으며 희롱을 하기도 하였고, 빔춰l는 유리

어오지 않는다고 생긱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인도에 대

창 밖에서 쿨러(인도의 물선풍기)가 놓여진 직은 틈사

해 실제적인 정보 없이 입국한 저희에게 가장 먼저 닥

이로 빙인을 들여다보는 사림도 있었습니다. 디른 방

친 문제는 이 더위와 싸워 실마님는 것이었습니다. 특

으로 바꾸어 생활해도 집요하게 추적히고 있는 눈길

히 일반 주택 맨 꼭대기 층에서 느끼는 더위는 무척 심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데, 한낮의 더위를 받았던 벽은 빔중에 그 열을 더욱

얼마 후 팀과 함께 살던 생활게서 벗어나, 독신 여성

뿜어내기에 방에는 후끈후끈한 열기가 기득했습니다.

선교사 두 명이 그 집에서 근처 디른 집으로 이시를

그래서 짐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구어진 벽을 향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해 세숫대야에 물을 딤bl뿌려 대고, 침대 위에디도 물

약 한 달 동안 밤마다 와서 전회선을 끊고 초인종을

을 끼얹기도 하면서 다 젖은 침대 위에서 물을 진뜩 머

울리면서 자신이 그 일을 하고 간다고 알리는 사람이

금은 시트를 덮고, 천징에 매달린 선풍기 바림을 쐬며

있었습니다. 이때 동료들의 중요힘을 침으로 많이 느

짐cl 들던 기 억 이 지금은 추억으로 님아있습니다.

꼈는데. 이런 저를 도우려고 주변의 남성 선교사님 두

그래서 o녀트가 없던 그 시절에는 더위를 피하려고

분이 빔중에 집 근처에 짐복하시면서까지 법인을 잡

맨 아래층의 집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으려 노력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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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창을 깨고 들어온 손

딩한 사림들을 싱딤해주는 싱담 선교사들을 보내주세

기장 위험했던 순간은, 함께 살던 여선교사님께서 근

요”리고 말입니다. 당시 힝공료는 엄청 비쌌고, 고국

처에 사는 동료 선교사님 댁을 빙문하시느라 혼자 있

에 돌이가는 것은 지금처럼 자岳지 못했기에. 이런

었던 날이었습니다. 빔중에 깁자기 한 괴한이 복면을

일을 당했다고 울고불며 돌이카 쉴 수도 없는 형편이

쓰고 나타나 유리칭을 뚫고 집인으로 들어오려고 하

었고, 오늘날처럼 멤버케어가 이루어지는 상힁도 아

는 것이었습니다. 유리칭을 깨어 손을 안으로 집어넣

니 었습니 다.

으면 손쉽게 현관문을 열 수 있다고 생긱한 것이었습
b

니다. 그런데 문 중간에 있던 자물쇠가 고장 니는 바

거룩함을 위 한 담금질 이 었으리 라

림에 그 당시에는 문 밑부분의 간단한 걸쇠만 잠겨져

1994년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전인도 선교대회가 한 권

있던 싱횡이었습니다. 딩시 그 괴한이 좀 더 세게 문

사님의 후원으로 뭄바이의 고급 호텔에서 열리게 되었

을 흔들어 열려고 했다면 그 문은 열릴 수 있었습니

는데. 그 대회에 참석한 남성 선교사들도 자신들은 인

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래쪽에 걸려 있던 걸쇠까지는

도에서 미쳐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손이 미 치지 않아 그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실아남기가 어려우면 디른 사림들

약 두 시간 동안 그 사립과 대치를 하고 있었을 때, 저

앞에서 이러한 밀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생긱하며 마음

는 집안에 비디오카메라가 있디는 것을 생각해 내고,

이 o熙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저만 겪는 것이 아니었

그 사림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괴한은 신

고, 모든 선교사들이 각기 디른 유형의 어려움들을 가

분이 드러날 것에 겁을 내고 시리켜버렸습니다. 그가

지고 씨름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고 니자 같이 살던 선교사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서는 유독 그리 많이

인도에는 우리와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동북부 산악

일어나게 되었울vw 그 어떠한 일도 주님의 허릭하심

지역 출신의 사림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

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니는 인

들도 많지만, 대부분 명목상의 신자들이고, 마약 재배

도 선교 서원을 히고, 그것을 갚기 위해 신힉을 하고,

가 많은 지역도 있어서 일반적인 인도 종족들보다 성

선교 훈련도 받고 그 띵에 왔지만. 거대한 인도 띵에서

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침입하

충분한 영 적 전투를 김딩할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려 했던 괴한은 제가 그쪽 지방 사람인 줄로 생각하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

고. 조금만 유혹하면 손쉽게 넘 어올 거라 생각하며 그

만의 힉교에 니를 집어넣으신 것이었습니다.

런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시고로, 때로는 병이나 위험한 순간으로, 혹은

디음 날 집 주인이 와서 유리칭을 고쳐주고 갔지만,

동역자들과 관계의 문제나 갈등 등으로 죽음을 맛보

우리는 이 일을 경찰게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ok卜만 했는데. 돌이보면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의 경

하면 선교가 불법인 니라에서 사는 선교사이기에 경

우에는 제 자신이 흐트러져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와

칠젠l 와서 조사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과 사역이 다

연루되어 았을 때 일어난디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

드러니는 까닭에 억울하고 무서운 일을 당해도 어느

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으

곳에다가 히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로 약 3

시고, 우리가 그분이 원히시는 분링께 이를 때까지 담

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니줅I 일고 보니 이

금질을 하고 또 연단하십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 저는

런 것들이 바로 스토킹이었습니다. 사단이 니를 죽일

무엇보다 거룩함의 훈련을 받았던 것이며, 또한 병아

때까지 계속 오겠디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

리와 같이 미익한 자가 담대힘을 얻게 되는 놀리운 시

는 정말 지독한 경험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단은 여러

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

부분에서 저를 공격해왔고, 저는 이무런 치유도 받지

해 저희를 준비시키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게

못한 채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딩지 이런 기도

하시는 주님을 친잉합니다!

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러한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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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을 잃어버린 아프가니스란

예

侈

2014년 3월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내 싱횡cl 싱당히

소

어지러운 가운데 이프가니스탄에 첫 발걸음을 들여놓
세

았습니다. 들어간 지 일주일이 채 안되어 선교사들이

째
최

금요일(이슬림국가의 공휴일)에 모여 예배 드리던 지
상의 마지막 교회 건물이 탈레반의 폭탄 공격으로 사

라져 버렸습니다. 캐나다. 님아공. 미국 등 여러 니라
에서 온 선교사들은 가족까지 순교 딩하는 어려운 상
횡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프간 사림들의 얼굴에
서는 이미 웃음이 사라져 버렸고. 걸어다니는 모습에

최

서도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끼운 것은 사람
뿐 아니라 그곳에 시는 동물들- 닭의 표정도 불씽했

쑥

쨘3 j

고. 리어카를 끄는 당나귀의 눈 조차도 너무 슬퍼 보
였습니 다.

이런 싱횡메서 제가 실이님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로 매
일 세시긴을 말씀과 기도로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사

역이 중요하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선교시들을 섬기기
로 했습니다. 그 결과사역의 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위험한 싱횡가운데 선교사들은 서로 협력했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했고 난민들이 발생하자
유럽으로 들어기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프가니스탄에서는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그 가정에

서 제일 똑똑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남지이들을 골
라 난민의 대열에 보내어 힙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닐은 장례행렬이 이주 길어서 왜 이렇게

행렬이 긴 것인지 물었더니. 난민으로 지중해를 건너
다가 그곳에서 여러 명이 빠져 죽었다고 하는 것이었
습니 다.
2016년 12월 탈레반들이 저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알
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물 아프가니스틴을 니올 수밖
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만난 난민들
2017년 1월 저는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
스는 시리아. 이리크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 등 무슬

림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 유럽 땅 중에서
첫 빌을 내딛는 곳입니다. 그 난민들은 터키에서 지
중해를 건너기 위해 생명 걸고 보트를 타고 넘어온 사

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림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에는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수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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痴

2015년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처음엔 독일교회

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의 지중해 바디는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디운만큼 가슴이 이픈 곳입니다. 2018년

들이 이들을 랜}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

UNIrR(: 유엔난민기귀의 빌표에 의하면 그리스에는

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일에서 다양한 난민사역들

8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들어와 있디고 합니다. 불법난
민들을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리

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난민까페와 디 이코니 o佃efilgees Cafe and Dialⓕnm)

스에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NGO들이 난민
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교회, 이란교회,

는 대 표적 인 사역 입 니 다.

아랍교회들이 난민들을 위한 구호 사역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움직이는

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두 사역의 공통점은 난민들

난민 까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선교단체에
의 일싱에 필요한 것들언어, 서류 등을 도외준다는 것

곳마다 선교사들이 돕고 았습니다. 움직이는 이동사역

이고㉳ 재l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복음을 공

입 니 다.

식적으로 전할 수 없으나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카페

그러나 저는 그리스에서 비x든 받지 못해서 어려움

는 지혜롭게 복음도 전히고 예배도 드린디는 점입니다.

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아프간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디이코니아 센터는 독일 기독교 연힙사역으로 난민

독일 선교사 부부가 자신들이 속한 독일 선교단체에

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히는 사역을 하는

저를 소개하고 추천해 주면서 2018년 9월 독일로 들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알게 된 크리스천들

어가 비x듣 받고 안정적 인 사역을 시직할 수 있게 되

이 개인적으로 가정과 캠프를 빙문하며 언어와 서류

었습니 다.

들을 도외주고 전도도 하게 됩 니 다.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한국선교사들의 사역은 두 가

l
I

2백 만의 난민을 품은 독일

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독일인 대상으로 사역하

독일 선교사들은 정직히고 부지런하고 협동을 잘하는

시던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난민사역에 동참해서

사림들입니다. 신분이 해결되어 마음은 한결 편해졌

h]tαT]ahonal CImmh 로 섬 기 고 있는 것 입 니 다. 또 하

지만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언어학교를 다녀야 했습

니는 중동지역에서 사역하며 중동의 언어와 문회에

니다. 시림들은 치매 걸리지 않}서 좋겠다고 놀려 대

익숙한 선교사들이 난민들을 돕는 대열에 동참해서

기 도 했지 요.

그곳에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며 . 난민들을 위한 교

현재 독일에는 2백만명의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회를 세우는 사역을 히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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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난민을 선교하다

胸sia, EulDpe, Netw이k) 모임을 통해 연힙콰 네트

복음을 받은 난민들은 제자 훈련을 받은 후에 신희을 공

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히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이예 그들이 직접 난민
들에 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 다. 제가 소속

난민을 향한 하나님 의 구원계획

한 독일 단체는 지난 5월 선교사 헌신예배를 드렸습니

난민들은 분쟁, 폭력, 종교 박해 등의 이유로 빌쟁하

다. 이 자리에서는 모로코 난민으로 유럽 전역의 이밈들

는데. 2018년 UN 통계에 의하면 6.850만명의 유래 없

을 관리하던 이맘 대표가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은 난민

는 수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

들에게 복음을 전히는 선교시로 바뀌는. R2R G{diEees

으로도 난민은 꾸준히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to Refugees) 사역의 다잉한 현징이 소개되기도 하였습

난민을 세계무대에 올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계획

니 다.

과 난민선교의 필요성을 밀하고 싶습니다.

난민으로 왔던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변회되어서 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긴은 난민 구원을 통해 이슬

국으로 돌아가거나 디른 나리로 들어가 그곳에서 복

람 선교의 징이 크게 열리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무

음을 전하는. 난민들이 난민들게게 직접 선교하는 사

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꿈과 환싱을 통

역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해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시가 일어니곤 합니다. 이같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사역자들은 A-P떼체 (AIBb.

은 현싱들을 목격하고 있는 난민사역자들은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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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침 른陣} Invader

다가온 선교지Missjon on our fbo岱teps

세상의 미디어에 근거

성 경 말씀에 근 거

이 술람 포비 아

사랑 ( 딤 후 1 : 7)

정치적, 경제적, 우연

하나님 의 경 륜(사 19: 23)

구속의 대상으로 보지 않음

MLsio Die(하나님 의 선교)

거절, 때로는 인간적 동정

하나님 과 동참

서 오늘날 난민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

결과 전도의 미련한 것 위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

게 히실 것임을 교회를 깨워 일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미임아 꿈과 환싱을 통해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는

난민 추수의 때이며 교회들의 침여가 시급한 싱횡이

것 입 니 다.

라고 볼 수 있습니 다.

둘째. 이슬람 사역은 연합이어야 합니다. 선교단체나

선교시들도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Kmgdom Imnd 로

난민사역, 어떻게 할 것인7R

연합(I역을 펼치 면 엄 청 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 다.

첫째, 이슬람 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일대

셋째, 선교란 사랑입니다. 니를 위해 죽기까지 사링하

일이 아닌 군대의 씨움입니다. 거룩한 군대로 헌신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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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ial Transf○rmati○n

셔교의 스타트업을 꿈꾸다
GP 미주 이사 / COET 의장 안창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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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화와 도시 화 속의 선교 현 실

다. 그런데 실싱은 오히려 기독교인 핍빅은 물론 선교

지구촌의 세계회는 경제, 정치, 사회. 환경에 심대한 영

사 추빙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렇게 선교를 제한하고

향을 끼치며 세계적인 경제적 싱호 의존 및 경제 통합,
문화 간 싱호 연결 지구 온난화, 도시화. 초연결성에
의한 지식의 보급 등을 가져왔다. 세계경제회는 역사적

선교사를 추빙하는 곳이 최소 120개국 정도로 현재 추

으로 지구촌 전역을 사업하기 가장 좋은 시 대로 이끌었
지 만필 연적으로 세 계 적 인 자본과 기술 경 쟁을 초래하

산되고 있다.

이런 싱횡에서 선교는 어떤 전릭콰 방식으로 행해져야
향7w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된 것 중 하나가 BAM(:
BusirEss as 매川ssion). 비즈니스 선교다.

기도 했다. 그 영향으로 세계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경
험하게 되었다.

며. 채무에 시달리게 히고, 심지어는 자녀를 인신매매

BAM 비즈니스 선교
세계회와 힘께 세계는 역사싱. 가장 사업하기 좋은 시
대를 맞이했지만, 선교 현힁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
한 심한 배척과 선교사의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는 기독교를 서구 식민 통치와 연결지으며 Mssion역

로 내몰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선교현징에서

시 이런 관점에서 바리보기 때문이리고 할 수 있다. 이

현지 인들로부터 “배가 고프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다.

런 싱황 속에 2004년 9월 태국 파E胎I에서 개최된 ‘세
계 복음회률 위한 로잔대회 (Lausanne Cbmmittee fbr

전세계 인구 중 30억명은 여전히 하루 수입이 $2.5 미
만인 심긱한 가난 속에서 실고 있다. 이 러한 가닌은 영
양실조와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범죄에 빠지게 하

그래서 일하고 싶다. 그런데 직업이 없다”. “가난을 대
물림하기 싫어 이이들을 교육시키고 싶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등 안타끼운 하소연을 듣곤 한다. 특히 전 세
계 빈곤층의 8“ 미전도인들의 90%가 이슬림교, 힌
두교, 불교권 국7비 실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경제적
빈곤뿐 아니 라 영적 빈곤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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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11d Evangdization)이 서 21세 기 선교가 직 면하는 도

전들에 대한 새로운 선교 전략 실천 빙인으로 BAM(:
Business As MEsion 비즈니스선교)이 공식화되었다

Lausanne Occasional 內per No. 59). 로잔선언은, “믿
는 모든 자의 만인제사장직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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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사업가들의 선교적 역할을 인정히고 동원한다.
그리고 사업 활동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힝한
봉새헌신)로 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로잔 대회의 주요 리더 중 하나이며 BAM GI“AL
을 이끄는 Mat Tmehag는 ‘BAM은 영적, 경제적. 사
회적으로 하나님 께 더 큰 영굉을 돌리기 위해 사림들과
사회의 변회를 이끌며. 하나님 니라의 목적과 관점과
영향력을 가진 실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이익을 내는
사업이리고 정의했다. 띠라서 사업은 히나님의 도구로
서 선교적 역할을 김당해야 히고 헌신된 사업은 선교
대상의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회를 목표로 하
는 총제적 선교를 지힝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대한 창의적 선교 방식으로
BAM이 공식화되었지만 BAM이 갑자기 태동한 것
은 아니다. 이는 1970년대부터 가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운용되던 ‘사회적기 업(Social
Entrepreneurship)'을 선교가 지향하는 영적 변화
(IYa,Efb,matio피속에 포힘한 것이리고 볼 수 있다. 사
회적 기업은 고용기회 제공을 통해 가난을 제거하고자
한다.
‘BAMis'Pal.sustainableandpmhtableblrin跆s㉿,witha

GP 비즈니스 선교의 시작, C“T
GP(이하 지피)에서는 2007년부터 당시 김숭봉 미주대
표, 박종승 훈련원장, 빅수민 연구원장, 안익상 선교샤
도한성 선교사 등을 중심으로 BAM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며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연구와 노
력을 기반으로 2017년 12월 지피 미주이사회는 BAM

사역의 전면적 실행을 위해 이undl 비 피m벤eneLmal
TiansftM,natjα, [mT; 비즈니스선교협의회) 설립을 결

정하였다. 이로써Cml는 GP사명 선언문에 명 시한 ‘창의
적 선교전략과 ‘현지지도력 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
운 기구가 되었다. 2018년 6월에 CmT A胞nual이 승인
되면서 지피의 ET 사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EI의 사명 과 목표
C”I는 지피의 BAM 사역을 ‘창업을 통한 방식,으로
정하고. 이를 ET ⑧In卽reneulial Ti견nsfmIna녀on. 창
업 비즈니스선교)라 명명했다. Entrepreneulship(: 기
업가정신)이란. 새로운 이이디어 혹은 혁신적 방법으로
상업적인 가치를 칭출히는 것인데. 경 영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상업적인 가치 칭출을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로까지 확대 정의하였다. EI는 nln데티]eulshm

Kmgdom비Godpulp“e,pelspecpveandimact,屹admg

과 Ms넓α, (ImEfbnnatio피이 함께 히나되어 선교의

totransfbrmationofpeopleandsocietiesspil.itually,

도구가 되는 것이다.

economraHyandsocmly1pthegreater의이yof.God.”-

ET의 사명은 ‘미전도종족, 빈곤층, 난민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위해 구원사역과 사업의 경제 시회적 영향
을 극대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I는 ‘사업터가 곧
선교지고 교회'리는 인식아래. 영혼구원사역을 통한 현
지인의 영적변화 및 고용을 통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향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직업 훈련과 제자
훈련을 제공힘으로써 GP사명선언문에서 천명한 ‘현지
인 리더를 세우는 역할을 김딩하고자 한다. E빠역 참
여는 모든 지피 선교사들에게 열려 있다.

MatTimehag

ET의 장점
세계화 및 도시호셔l 띠른 세계적인 선교 환경의 변화
에 대응하고자 등장한 m는 Tbnt Making이 나 Mall㉿t
Hace 등 같은 선교방식과 디른 장점들을 갖고 있다.

1) 투자를 통한 접근성 각 나랴와 지방 정부들은 경제
개빌과고용유빌을위해외국인직접투자(h변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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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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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dil琵t inv宙tmα]t, Fu)를 얻고지. 경쟁적으로 많은

4) 팀워크 최소 2 Unjts~최대 5 Umts선교사들이 한

노력을 하고 있다. In 수준이 그 니라의 경제적 경
쟁력의 척도 중 하니로 자리집고 있기 때문에 종교

팀이 되어 사역하게 되므로 함께 사역하고, 열매
맺고, 예배 드리고,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혼자

와정치체제여부들떠나세계어느나리에도사업

일때와달리외로움을덜수있다.특히각자가지

투x튼통늄kl 합법적으로 진입할수 있다. 사업의
주체가기독교인임올밝혀도진입이가능하다

닌재능.경험,기술.전공등을공유하면서공동체
적인삶을누릴수있게된다.현재는은퇴나선교

2)고용칭줄 지역민들의 고용을 통해 그들 가족이

후원의중단으로사역을끝내고귀국해야하는경

직면한 영양부족. 질병. 범죄. 빚과 인신매매 등

우가많고.귀국하더리도마땅히경제적사정이여

의문제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고,자녀의학업

의치않은싱횡에처하는사례가많다.그러니.ET

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기회 제공은 고용인들의
사회적인역할을확대할수있으며.사회부조리와

의 경우에는 현지에 사역팀 (가족과 같은 공동체)
과현지인믿음의공동체가있고.사업에서지속적

불의에대힝할수있고,또한지역사람들과정부
로부터호의적뱐응을유빌할수있다

으로 이익을 낼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굳이
귀국하지않l도된다.

3) 새신자보호 고용을 통해 복음을 뺨l들인 새신지/
개종신지들의생계를책임지게되면기족들로부터
의 핍박을 싱당히 왼회할 수 있고. 또 이런 신자들
이 많}지면 지역 사회로부터 오는 빅해에도 적절
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직징에 오면 본인과 같은 신

5)선교지원 사업 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현지 선

자들이많이있음으로좀더담대해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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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와목회자. 지역을 위한 일들에 기여할수 있
다. 지역 사회에 교육시업과장힉금 수x展l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선사업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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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포렴; 선교 동원과 선교 훈련
선교 동원. 훈련과 피송 (recmitment. traimng and

하기. 차별회와 포지셔닝. 재무, 인사 등에 대해 교육한

deplcw,nent) 은 선교 사역의 지속에 필수적인 요소이

4주간 살면서 현지 시징조시를 실행하여 최종 사업 계

다. ET 또한 이 런 목적으로 미 포럼과 국제 훈련원 과

획 서 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 속에서 미 선교사. ET 선교지 원 사역지/전문가. ET

ET 포럼을 통해 사업괴는 전혀 무관했던 분들도 이 과

다. 또한 국제 훈련원 과정에서는 사역 예정지에 가서

인턴 등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정을 겪으며. 사업뿐 아니라 전략적 리더로서의 삶 전

ET 포럼은 ET선교 동원과 훈련을 위 해 설립 되 었다. 현

반에 걸친 지혜를 배움으로써 오히려 EI자역에 더 심

재 미국 버지니이와 메릴랜드 등 세 지역에서 진행되고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ET에 관심이

있다. 이 포럼에는 ET선교사로 헌신하려는 분들과, 기

없디코 생각하고 계신 선교사들도 국제 훈련원에서 준

술, 경험. 경영능력. 자금 등의 전문가로서 ET포럼올

비 중인 ET 훈련이나 지역 m 포럼에 꼭 참여하기를

지지해 주실 분들이 참겨히고 있다.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Mission of ET Fbrum is to mObilize the fblowers
of Jesus Christ who commit to the Great

Cnnmandlnα]t and the GIcat C이nmission. '.

ET 포렴 훈련 내용
원칙적으로 ET 포럼은 한 달에 한번 4시간 동안 모임
을 갖는다. 포럼멤버들은 적어도 12번의 모임을 가지면
서 관계의 성숙과정을 갖게 된다. 각 모임 시간 동안 멤

ET 사업 지원
EI자역 침여를 밍설이게 히는 큰 요소 중의 히케-}가 사
업 지금일 것이다. 이를 고려해 (mT에서는 한국 파
송, 미주 피송 여부에 관계없이 파선교시로서 ET창업
을 할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미회5만달러y터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의 우선권은 ET 포럼을 수료한 분,

개인 사역보디는 팀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질 것이

버들은 I灼ith Cole. I서adelshm Cbre, Starmp (bre등

다. 또한 사업계획서 심의, 팀 구성과 전문성 수준. 사

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받게 된다. 각 분야의

업팀의 자기 자금 기여도, 현지 싱황 (예. 선교사 추방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국개 등에 대한 심人타 자금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을

. FAITH CORE ‘그리스도 중심의 삶chIist-cent티혀

벼’이 핵심으로. 복음과 복음의 필요성. 주 예수 그리
스도를 따르는 자의 사명과 실천적 삶. 특히 경건함과
영적전쟁에 대한 훈련을 통해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
닮기를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둔다. 특히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전부입니yKk CImst A]l to mu)?'에 대한 정
직한 대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LEADERSHIP CORE

전략적 지도자(Strategic

Leade폐로서 조직의 문회를 만들고 행동변회를 일으켜
결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 운영과 관련해
서는 빙향 설정하기(Setting a Direction). 하나되기와

동기부여하기 (AIignmg and Motiva녀끄g peode). 의사
결정하기. 신뢰구축하기. 책무 실천하기. 협상법. 갈등
해소하기 등에 대한 코칭을 한다.

. STARTUP CORE

사업계획서와 전략적 계획

(Shat昭ic 미anning)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한

죄우할 것이다.

미국에서 창업하면 통계적으로 90%가 실패한다
Gblbes, F5jloly 자료). 한국에서는 창업자 중 3년 생
존률이 15%이고 대힉쟁 창업의 경우 1%다 (기획재정부
자뢰. 자기가 태어니고 배우고 자란 나라에서의 사업
성공 가능성이 이 정도인데. 언어와 문회와 법과 관습
이 전혀 디른 나라에서의 사업은 훨씬 더 힘들 것이다.
미국 CB mSIIE에 띠르면 실패의 주요 원인은 (때 시 장
조시실패 (고객 수요파악 실패), (2) 지금부족, ③ 제품
의 질과 가격 등이 었다.

C㉮I는 위와 같은 사업 실패 원인을 극복하여 사업 성
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해 왔다. 첫째로 피

는 사업계획서와 현지 시징조사를 특별히 깅조한다. 그
이유는 바로 사업실패 원인 중 첫째가 시징조사 실패.
즉 고객 Needs에 대한 실패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또
디른 실패 원인이 자금부족 혹은 투지유치 실패이기 때
문에 m는 사역지에서의 높은 달러 구매력을 김인해 5

다. 이를 위해 시징조사하기. 제품개빌하기. 가치평가

GLoBAL熙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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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러까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동

은 수준의 제품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다. 즉 커피 나무를 제공하고, 기
르는 방법과 커 피콩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시 키 고, 수확
한 커피콩은 모두 좋은 가격에 사주었다. 이 부부는 커
피콩을 로스팅하고 포징하여 네덜란드에 공정무역으
로 수출했다. 커피재배 마을들이 늘어나서 상당한 양
의 커피 가 수획되자 이들은 첫번째 미을에 커 피를 볶고
포징하는 공징을 운영하며 많은 마을 사림들을 고용했
다. 물론 이들은 함께 일하는 분들과 성경공부를 꾸준
히 함으로써 이 지역 사림들의 영적인 필요도 딤당했다
(떠1LamL Mov티n㉱t & BAM GIObal. 2017). 이것은
커 피 사업 과 관련한 좋은 성 공 사례 다.
반면에 지피 선교사 중에서도 거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커 피 - 카페 사역을 했지만 네덜린드 부부와 같은 성공
사례로 알려지지는 못했다. 왜 한 사례는 성공적이고 다
른 사례는 그렇지 못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후방 지원

고 고객들은 단골로 변할 것이며, 말씀을 니눌 대싱cl

에서 갈린 것이다. 네덜란드 부부는 자신들이 볶은 커

될 것이다. 만일 사업에 경영이나 재무나 미케팅에 도

피콩을 전량 사 줄 네 덜란드 후원자들(핀매 밍)이 있었지

움이 필요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만, 지피선교사는 능력이 출중했음에도 한국의 후방지
원이 미익했던 것이다. 거기에다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님아 국가에서 1달러의 구매력은 미국에서 5달러정도
의 가치를 가진디고 본다. 침코로 미국에서 소규모 사
업은 6"가 2만5천달러 미만의 자금으로 시작했고 3
분의 1은 5천달러 미만으로 시직했다CII퍼]l Business
Then떠. 셋째로 cml는 사역지에서의 사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 경험, 경영, 혹은 기술을 가진 전문가
들을 적극 활용히도록 지 원할 예정 이 다.

예를 들면. ET 포럼 훈련자 중에 미국에서 30년 이상
유명 베이커리를 운영한 분이 있는데, 만일 어느 지피
ET선교사 팀이 베이커리 사업을 한다면 제삥콰 케익

기술, 필요 장비, 경영 노하우 등을 사역팀에 전수히고
자문할 준비를 하고 있디는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자
문과 훈련을 통해 제빵 사업사역팀은 개업 첫닐부터 높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제뻥사업 뿐 아니라 n, 학원사
업. 제품생산 기업 등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도움을 줄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만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

수 있도록 m는 헌신된 전문가 풀을 확대해 미국과 한

리 는 디수 지 역 에 서 많은 현지 인들이 침여할 수 있는 이

국에서 2백명이상의 전문가들이 지피 m자역팀의 다

런 피급력이 큰 사역을 그만 둘 것인가 아니면 재도전

양한 사업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 볼 것인7w 만일 ET 사역자로서 이 러한 사역을 다시
시도한다면 디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 볼 수 았을 것이

ET 사업 의 가능성

다. 네덜란드 부부와 같이 m팀은 베트남과 태국의 고

비즈니스선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성공 시례를 알

지대에 고급 아라비카 종을 심도록 하고. 이들이 생산

고 싶어 한다. 지피에도 비즈니스선교히시는 분들이 몇

하는 모든 커피콩을 구입해. 로스팅 및 포징해서 한국

분 있지만 현재로는 특별히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소개

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이때 후방 지원이 필요하
다. 예를 들면, 지피 이사 교회들에서 교회당 평균적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외국 선교 단체를 보면 성공사례
들이 많다. EI는 이들 성공 사례를 연구 분석 해서 괴커
의 실패를 내일의 성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울 계획
이다. 사업의 규모도 좀 더 크게 진행해서 더 많은 현지

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이와 관련해서
디음의 예를 들어 설 명하고자 한다.
태국 커고l入s - 네덜란드인 선교사 부부가 한 산간 지

역 주민들게게 커피 나무틀 주어 심게 하고 수확한 커
피콩을 모두 사줌으로써 현지인 소득향싱에 기여햐K},
주변 지역의 미을들이 서로 이 사역의 지원을 요청했는
데 이 선교사 부부는 요청 받은 지 역 모두를 벋아들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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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g 포장백을 일년에 1,000개씩 소비해 주면 일년
에 약 70.000 백을 판매할 수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커피 소비량은 1인당 평균 353잔(현대경제 연구
소, 2019)에서 512잔(연합뉴스. 2018년 2월 18일)사이인
데. 커피 한 잔에 원두 10g으로 환산되는 것을 김인하
면, 1인 평균 연간a53 kg ~ 5.12 kg의 원두를 소비하
는 것이 된다. 70,000 백은 연간 약 3,000명 분 정도밖
에 안되는 적은 양이기 때문에 후방지원으로 충분히 소
비 가능한 양으로 판단되며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이 소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싱된다. ET 훈련을 받은 지피의 사

꼬

BA M

역자들이라면 다시 도전해 볼만 한 싱황인 것이다.

지피 구성원 모두가 ET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지피의

타 쟝갑 사업 - 한국 빙문 중에 비 지 니 스선교를 준비 하
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작업용 쟝갑을 만드는 공징을

사명선언문처럼 ‘지구촌을 신속하게 복음회하여 하나
님 께 영광 돌리는 닐을 앞당기 길 소원한다.

사역지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인구도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고 경제발전이 삐른 니라이기 때문에 작업
용 징캅의 수요는 싱팅할 것으로 여 겨 졌고, 한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있어서 사업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毋

보인다. 특히 이 나라가 현재 많은 선교시들을 추방 중
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하면 여러가지 선한 역힐을

떼

할 것으로 여 겨 진다.

C국 L㉳ 사업 - 한국에서 mD전등의 소재. 부품 등으

로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은 젊은이와 같은 분이다. ET 관련 사역들을 함께
논의하던 중 2021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mD 수요가

-좋~'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싱황임을 알게 되었다. 이
분은 이 기회에 C국의 성급 지방정부와 협력 늄빼 IED

●

l成
●

●

조립 공징을 설립하여 많은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지피
의 사역자들을 참여시킬 빙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
다. 이 니라가 현재까지 약 4.000명의 한인 선교사 싱당
수를 추빙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침여할 예
정이다. 현재 선교계는 추방 선교사의 재배치에 대한 이

안창호 박사 프로필

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IED사업 경우와 같이 재진입기

. 현 GP C”T의장 및 ET 포럼 설립자

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렉산 제약주식 회사 창업자, CEO, 회장, 명 예회장
. 미 연방 FDA 수석 심 의관 & 분자 약리학 연구실장

지구촌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한 ET
아직은 지피 자체의 성공적 사례가 별로 없지만, 위의
예에서 보듯 전릭콰 실행에서 좀 더 지혜로워진다면 더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ET 선교八F}
필요로 하는 후방지원과, 팀사역으로의 전환이 수반되
면 성공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싱된다.

. 미 국립 암 연구원과 에모리대힉교 의대 포함 약 40년간 암
과힝암기전연구

. 한미 바이오 제약 파트너쉽 총회장, 한미 워싱턴 포럼 회

장. 오성 국제 너kl오 엑스포 해외조직 위원장, SOd” 비
Biomedical Research 회장

. 서울대학교. 미 크레이튼 대학교 g볘 졸업. 오농H오 주립
대약학빅사

ET 사역에 점점 현지인들 특히 전문인들과 사업가들
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ET는 동남아 각지에서 ET
포럼을 통해 현지인 리더와 사업을 일으키고.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두긱을 니타낼 수 있
도록 돕고자 한다. 현지 청년 및 대학들과 함께 창업
경연대회(Startup Compettion)를 계획하고, 거점 도
시들에서 n를 중심으로한 창업보육센터(IncUbation
C㉱,tα) 설 립 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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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인력자원 훈련 및 연구개발원 원장 박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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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가며

GP의 사명선언문을 중심으로 한 인력자원 훈련 및 연

“ 리 더 란 한 손에 물뿌리 개를 들고. 디른 한 손에는 비료

구개발원(Human Resource TYaimng & Research
Devdop,,EnO의 사역과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를 든 정원시와 같다. 때로는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하
지만, 그의 목표는 최고의 이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
그것을 바리보는 것이다. ” GECα]α천l ELchid사의 책
웰치는 리더의 역할중에서 인재 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꼽는다.

핵심 인력자원은 관심 및 헌신자를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훈련해야 만들어 질 수 있다. 주님께서도 열 두 제
자를 핵심 인력x턴으로 직접 발굴하고 훈련하여 미
래의 사명을 김팅하게 하셨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인
재를 빌굴 육성하고, 둘째 선교 단체가 추구하는 공동
체 문회를 개빌하며. 셋째는 선교 리더십 파이프라인
Mssion I서adelship Hpdh녀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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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자원 훈련 및 연구개밭원의 입지로서 현지싱황
1) 댜문호써 EI인종, 다종교, 그리고 ER겐어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6“ 중국계 24%, 인도계 8%,
기타 원주민과 외국인 8%로 이슬람, 불교, 힌두교, 토
속신앙이 함께 공존하는 국가이며, 각 종족의 고유한
문회와 종교, 언어가 실마 있는 모자이크와 같은 니라
이다. 말레이시이는 이슬람권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
용히는 국가로서, 미국의 9 . 11 테러 이후에도 중동. 북
아프리카, 중앙 아시 이와 중국 서북지 역 의 다잉한 이슬
람 유학쟁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다양

선 교훈 런 원

한 문화 인종, 종교, 언어에 대한 경험은 두 려움을 내

αganization) 말레이 연합 정딩콰 중국인과 인도인 등

려 놓고 더 넓은 세계를 힝한 눈을 열게 한다. 더 니아

여 러 종족의 연합 정 당인 터NI①ansan Nahonal)이 1957

가 우리가 장벽이라 여7 I는 이슬림권을 힝한 스프링 보

년 건국 이후 60년 이상 집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61년

드 즉. 기교의 역힐도 한다 .

만인 2018년 5월 처음으로 말레이, 중국, 인도인 및 부

족민 야당 연힙cl 국회 222석 과반을 획득함으로 정권

이 바뀌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연빙체로 13개 주 1개

2) 힝공과 동님아 교통의 허브
말레이시아는 코드 쉐어(share)를 통한 허브 공향과,
육로를 통한 동님아 긱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

행정도시 중 9개 주에 술탄(Sultan 웨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5년 임기의 말레이시아 연방 욍을 돌아 가며

다. 특히 저가힝공αpw Cbst Camα)의 성공시례인 에

대표하고 주로 종교적인 결정권과 형식상의 총리 인준

어 아시oKAr A뎬a)는 “Now Everyme can FV'리는 슬

권을 가지고 있는 입헌 군주제의 의회 민주주의국가이

로건을 내걸고 말레이시아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징히고 있지만. 무슬림은

중동, 오세아니아 등을 모두 한나절에서 하루中I에 접
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멤버 케어와 위기관리상
긴급한 이슈들이 발생할 때, 비행기로 4~5시간 안에

이슬람법 인 샤리이를, 일반인들은 시민법을 띠른다. 일
반인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할 수 있지만. 말레이 즉 이
슬림교인은 기 독교 등으로 개종을 금지 하고 있다.

GP 선교현장의 50%를 커버할 수 있는 지리적 편의를

안정된 정치와 깅한 법 집행으로 치인은 좋은 편이다.

제공한다.

말레이시이는 60% 이싱이 무슬림인 국가라 술과 퇴폐
문회가 금지되어 길거 리가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축구

3) E促탄 디아스포라(Diaspola): 난민 포함

를 좋아하는 민족으로 한국 월드컵과 박지성. 아이돌

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디아스포라란 단어
는, 현대에 와서 이주 정책이나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
전을 찾이서 대이동을 하는 이민 그룹을 통칭히고 있

스타 슈퍼 주니어 등의 K-pop. 대징금의 궁중 음식과
K-bap, 한국 드리마와 빙송, 삼성 스미트폰 등의 인기
로 한국어 . 한국여행 등 한국에 대한 호김은 점점 높아

다. 20세기와 21세기의 폭발적인 인구 대이동으로 형

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장힉생을 선빌하여 한국

성된 전 세계 2억명의 디아스포리는 일명 제7대륙이라

주요 대힉에 10o여 명을 교환 학생으로 보내고 있다.

고 불리 기 도 한다.

이런 세계적인 인구의 대이동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니는 일이다.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 리는 섭리적

2. G P 국제 훈련원 (G PIC)의 시즈陞l 현재
1) 1大R!력개발 시스템 구축

기회에 주목하고, 반응해야 한다. 유엔(UN) 난민 인정
을 행} 서구 국기로 가고자 하는 수십만 명의 이란, 미
얀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말레이시o셰서 살고 있

고, 노동자의 선튜자 격인 50만명 내외의 인도네시
아인을 비롯, 빙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인도, 중국, 필리핀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림들깨지 다
잉한 이 민자들이 그룹을 이루며 실心l카는 곳이 말레 이
시아이다. 2018년 통계로 말레이시아에는 135개의 난
민 학교가 설립되는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역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기회의 문이 이 디이스포라 사회에 더
열리 기를 기 대한다.

4) 인정적 인 정 치와 치안, 그리고 한류
말레이시아는 UMNO(United Malay Nationa]

2002년까지 국내에서 진행하던 수습 선교사 훈련을 한
국을 제외한 비서구권에서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
원의 최적지를 찾기위해,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이를 대상으로 생활비. 안전. 언어 등을
비교 연구한 결과. 다잉한 문회와 종교. 인종. 언어들이
공존하는 말레 이 시 아가 최 적 지 로 판정 되 었다.
국제 훈련원은 2002년10월 ADM(Annual Directors
MeeplE), 즉 GP 연례 리더십 회의에서 해외 훈련원 운
영 결정을 하고. 싱가폴에 거주하는 이은무(박대련) 초

GLoBAL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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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역한 윤재관/윤혜미 선교사가 훈련 총무로 힘류하

시에서 2003년 4월 제1회 해외 수습 선교 훈련을 시작

며 보다 효율적인 훈련원 팀을 이루어 사역 후. 2014년

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김병선(홍은희) 2대 원장이.

부터 T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2014년부터 캠퍼스 단체

2006년부터 영성 딤당으로 고 이영희(여명숙) GP 선교

Jo Y

출신으로 인도네시이에서 사역한 경의영(양희윈

회 전 이사장이 힘류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빅종승

부 원 장이 함께 하고 있으며. 터키에서 사역한 엄주용/

(강병왹선교사가 3대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윤 지 혜 총무가 한 텀 사역 후 다시 터키로 복귀하였다.

2006년의 첫 시도 후에. 2008년부터 1차텀 4-5년 사

훈련원 스텝들을 중심 으로 깅지들은 현지의 지도자들

역을 경험한 자들을 대상으로 제1기 경력 개발 훈련

을 위해 캠퍼스 단체 IVF 출신 안익상/이난영 선교사

과 외국인 선교사 및 외부의 전문 교수, 그리고 각 사역
지의 Gp 선교사들과 이사들이 후배들을 사링하는 미음
으로 자비량하여 와서 헌신적으로 훈련을 해왔다. 부족
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0여 선교 단체 중 해외

가 흔련원 사역에 힘류했다. 그리고 20U년부터 A국에

에 훈련원을 가지고 있는 몇 선교 단체들의 선발 주자

(CalEer Devdopment TYammg)을 하였고. 청년 . 대학

생 대상 1기 티문화 훈련(GIobal Iβadelshm Tiam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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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위싱을 구축해 기고 있는 중이다.

2016년부터는 일본의 빅수민(송수oH 선교中} 원징으

2oll년부터 10년 차 이싱에 준하는 리더들 대상 리더십

여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멤버 케어0bnb㉱ Ca,티와
적힘한 은사를 개빌하는 학위 외의 전문 프로그램들도

로서 각 권역에 책임 연구원 및 전임 연구원 임명, 긱종
선교관련 자료와 논문 열림을 위한 데이터m 검색 접
속 지 원 등 연구를 위 한 기 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8년 12월 리더십 회의에서, 국제회와 구조
조정 武凰에서 국제 본부 해체 및 연구개빌원과 훈련원
의 통힙cl 결정되면서 2019년 7월에 연구 개빌원은 훈
련원에 통합되 었다. 현재 연구개빌의 새로운 계획과 운

개발. 설립하고, 전문 단체에 위탁 또는 공동으로 2차

영을 위해 팀구성을 진행 중이다.

훈련CP IβadαPhm Confbm]c어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청년 동원과 수습 선교사, 경력 선교사, 리더십 훈련에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기존 선교사들

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1차 평생교육 시스템도 시직하

평 생교육 프로그램들도 실시할 예정 이 다.

특히 임종표 선교새아프리카 선교회 대표/ 통힙)는 그
의 선교 학위mlHer 페.D.) 논문에서 GPIC를 하니의

사례로 연구하고, GP의 해외 훈련이 미래의 서구의 모

3. 핵심 역량을 개빌茴P I 위한 인력걔발 센터의 역할
1) 훈련 및 연구 인력자원 걔발
현재 훈련원은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GPIc가 대부분의 서구 배경의 훈련이나 한국 배경의
훈련에서 탈피하여, 비서구권에서의 훈련을 통해 수습
선교사들에게 다잉한 체험을 제공능円 현징에 연칙륙
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

좋은 인력들의 참여와 훈련지들을 위한 훈련개발의 병
행은 포르투갈어권의 브라질, 스페인어권의 중남미. 아
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 등 다잉한 지역의 현장 사역
들이 건실하게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
러 공동 커리큘럼을 개빌하고 공동 깅자 풀mo이)을 운
영히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 동원 시스템을 획보해야 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훈련x든 위한 훈련(naining fbr Thamels'
S댄mnal)을 두번 실시되었다. 브라질에서는 현재 지역

는 GPIC가 현재에 자족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해 협

흔련원이 비정 기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델이 아닌 이시아적 좋은 모델이 되어 가고 있디고 기
대를 아끼 지 않았다. 또한 아시 아연합신학대힉교(Acts)
김한성 교수는 그의 빅자 학위㉡i이a Fh.D.) 논문에서

한국의 xl생 선교 단체로서 국제회를 시도히는 선두 주
자로서의 GP의 역힐콰 모델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력과 싱쟁의 모델을 지향히는데 더 힘써야 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2) 연구개빌원(R&D)
GP연구개발원은 원래 전략을 김딩하는 부서로 출빌하

여, GP에서 훈련원과 연구개발원이리는 양 날개로서
기능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진행되어 왔다. 2005년 한

2) 선교 인 력자원 및 연구개빌을 위한 프로그램
청년들이 동님心l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하기 위
해 중동과 북아프리카도 경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Am벤A 지h]tu1e Mdd]e East & NCIth Ahica)를 3넌 여
의 리서치 및 팀방 후에 실시했는데. 현장성과 이정적
영성을 위해서는 현장감 있는 컨텐츠 개빌을 통한 활성

H

국 대표를 역임한 박선진(최정홰 태국 선교사가 맡게
되면서 메콩 델타지역 연구와 GP 백서 및 말레이 선교
전략 책자를 빌칸하였다. 2008년부터는 현 KWMA(한
국세계선교회) 시堯장인 조용중(조경 련) 선교KF} 꾸
안탄 팀 사역 및 프런티어 선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
였다. 이용웅(백운홰 선교사는 한국대표 역임 후 2012
년부터 연구 개발원징을 뺨} 현장 이야기와 여러 선교

회키필요히다고 여 겨 진다.

선교사들이 매 4놓5년 텀을 마칠 때마다 본인의 사역 이
나 관심 분야. 지 역 연구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히고. 리더십 컨퍼런스 등에서 빌표하거나
웹진, 출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성장 개빌을 위한 평가 시스템은 각 단계와 훈련

이슈들에 관한 연구 및 GP 백서 빌간, 불교 및 힌두권

마다 다면평가를 구체화하여 확대 실시함으로써 핵심
역링을 가진 인력 자원들을 개빌하는데 기본 자료로 사

선교 동원을 위한 선교 힉교를 연힘하여 진행하였다.

용한다. 결국 우리의 인적 乂圍들이 현징콰 공동체 모

GLOBAL 이口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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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

행되는 이점이 있다. 더 내}기서 조직의 핵심가치와

그램들을 자체 적 혹은 타 단체와 협 력을 통해 만들어 가

선교 철희을 공유하는 선교 인력 자원에 대한 총체적 이

야 한다. 중 . 장기 적으로 선교 현징콰 전략, 연구케어 .
동원, 훈련, 그리고 본부 행정과 재정 등에 적힘한 리더
십 인력 x넘들을 훈련해 나7뺘 할 것이다

고 전인적인 케어와 돌봄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

4. 인력 자원 및 연구 개발 시스템 구축
:GP가추구하는평생교육모델
1 ) 선교사 평생 성장 프로그램의 필요성
성경은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한 사림들은 계속 성장해
야하는 생명체이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
게 성장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리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선교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

은 인력 x딥이리는 시람 본위의 정신에 기초히여서 공
동체의 최대 가치를 사람에게 두는 것이디
2) 2大떰생교육 시스템 실행 모델
GP에서는 6~7년 전부터 평생교육 시스템을 계획하고

TFT(I년sk Fbnoe Tbam)를 조직하여 계속적으로 연구,
발표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일부만 실행되고 있는 싱황
이다. 2018년 3월부터 인력x凰 연구 개빌을 위한 평생
교육 시스템에 멤버 케어와 연구 개발 및 전략. 그리고
훈련 등을 포괼하는 통합적 협력을 기초로 한 준비가

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도 동일하게 훈련과 성징을 평

진행되고 있다.

생 동안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GP의 관
점에서. 현지 지도력을 양성하는 협력과 창의적인 선

2020년을 기점으로 인력자원 및 연구 개빌을 위한 2

교. GP의 4가x l 정신인 거룩. 기쁨, 섬김, 절제는 선교

마 다 받기에 적힘한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히

사로서 삶의 철흐힉을 특징 적 으로 드러 낸 것 이다. 선교사

청 년 GIJT 훈련과 BAM(Busmess As Mission) 포럼

한 가정 4인이 훈련을 거쳐 첫 텀을 마칠 때꺄KI 생각

후.. 창업을 원히는 자들을 위한 ‘ET(Entrepreneu1ial
‘ET(Entrepreneulial
nansfbnnatio미 fbr BAM'을 조직하여 해외 창업을 돕
기 위한 훈련과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수습
선교사 훈련 후, 현지에 피송되어 언어를 배우고 적응
하는 기간인 2년차 내외의 선교사들울 위한 정서적 케
어 및 빙문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선교사의 평생 사역 기간을 평균 20~3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선정하여 2. 5. 10. 15. 20. . . . 40년차까
서 매 5년마다 선교사 사역과 생애 및 경력 주기에 맞는
궁
련 프로그램을 개빌하여 실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늄
련의 커리큘럼은 초기, 중기. 장기 선교시로서 필요
한전인적인훈련.즉영성’인격성숙.은(kl띠른개

보다 많은 12륙15만불의 재정과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선교사 개인의 자기 개빌과 성장이 곧 선교 단체와 교
회의 소중한 인력 자신이 되는 것이다. 물론 선교사 개
인에게는 배려와시링의 표현이며. 조직과공동체에 대
한 만족과 충성도, 즉 소속김과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
가 된다. 이는 선교사의 중도 탈릭율을 낮추게 되어 효
율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평생 교육 과정을 통하여 선교사들은 성장

하게 되고. 노하우룰 가진 장기 선교시들의 증가로 조
직의 안정과 소통의 원횔함, 같은 정신을 소유능꼐 되

며,리더십의개빌콰이양및인수인계가부드럽게진

30

GP선교회

차 평생 교육 시스템에는 각 텀을 마치는 매 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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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리더십 개발 팀 사역과 이슈들, 자녀. 부부 및 현지
인들과 관계, 사역적 방법론이나 전략, 자녀 교육.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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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니갈 수 있어야 힌다. 아울러 센터를 구입하고 실제
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리모델링/재건축히여 미래 핵심

역링을 만들어 가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와 재정, 스트레스와 건깅콴리. 노후 준비. 은퇴 준비와
노년의 생활 제셔l-dying 등을 모듈이 나 학점 은행제와
같이 개인의 사역 연치와 연령 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

획보하여 사용하기란 선교비와 생활비 재정에서 쉽지

여 이수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실행한다.

않다. 그 대안의 하니는 개인의 사역 후원비에서 매달

3) 필요 인 력과 징소, 그리고 재정
인력지원 훈련 및 연구개빌원을 위한 운영 위원회/이

히는 것이다. 공동체성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비

사회 조직을 통한 정책 및 경제적 자립이 요구되고 있

지 50%릍 매칭 펀드"atchmg Rmd)로 준비하는 것이

다. 스탭의 전문회와 보깅을 통해 양질의 훈련 연구를

좋다. 만일 선교中} 인력 자원 및 연구 개발을 위한 평

매 4~5년마다 선교사가 자기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1~2% 정도의 평생교육을 위한 비용을 적립하여 시용

용의 50%들 준비하면. 선교단체나 파송 교회에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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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 훈련의 시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면, 본인
이 적립한 훈련비용 50%는 전체 선교사 평생교육 훈련
펀드에 전환되어 사용한다. 이는 모든 선교사들이 챰겨
의무와 책임김을 갖게 히고, 공동체의 정신과 철학 그
리고 성숙힘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간다는 것은 인종. 경제, 문화 등을 넘어서 삶과 시고의
경계선 싱cll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회를 추구
해야 한디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띠라 일싱에서
경계선을 초월하여 샬o肺卜는 삶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
어 갈 수 있도록 훈련과 연구개빌을 통슝셔 도와 주는
것이 우리의 역힐幻I다.

LI카며

선교시의 삶은 한 번의 수습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그가 어떤 사림은 사도로, 어떤 사립은 선지자로, 어떤
시립은 복음 전히는 지로, 어떤 사림은 목시와 교시로

을 훈련하고. 배우고, 또 훈련하여 겸손한 지세로 하니.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시의 일을 하

님의 사량을 니누며, 안릭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고
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서가

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이라 우리가 다 하

는 것이다. 띠라서 인력x턴 훈련 및 연구개빌원은 평생

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게-版} 되어 온전

교육 훈련시스템과 핵심역량 연구개발이란 동력을 선

한 사림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U~13절)

교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
을 실천토록 孟셔 하니님께 영광 돌리 게 하려는 것이다.

한 선교시가 선교단체의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생애/사
역 주기 에 의한 장성한 분링끼지 성징하고 온전케 되 어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을 세우는 우리의 사명이다.
누기는 특별히 경제 정의를 위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선교시로 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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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차 한국이시회

지피한국선교회 93차 이사회가 2019년 10월 14일(월)에 이루는교회(이재성목사 담임)에서 40여명의 이시와 선교

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신금용 부이人터의 사회와 이재성 이시의 설교(행1장 4-8절 제목 ‘교회의
시작, 선교의 시쟉)로 예배를 드린 후에. 아k터 김인중 목사의 사회로 이사회가 시작되어 신임이사장으로 노상헌
부아W을 추대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이사로 김원수목시(일산 주님의교회), 김진석징로(우리성도교회). 박말용
징로(이루는교회). 박인용목새월드오僻l드교회). 장치만징로(세계로교회)를. 직능이사로 김재복징로(장지교회. 시
니어선교)를 전문위원으로 임국진집시(컨설팅), 이유경집시(상딤). 김태균원장(힌국문회사역 K-pod. 김성건변
호새법률)를 명예이사로 안성원선교사와 김병선선교A든 위촉 승인하였다. o膳러 지난 국제협의회(r삐. 알래
스카 GP선교회의 날. 알래스카 이시간담회. C국 비지발적 출국 선교사들의 근황 및 이후 계획에 관한 전략 보고
가 있었다.

여성 리트릿

10월 29일(회) 한국체류 여성선교사와 여성 이사 20여명이 경기도 굉주 회딤숲에서 가을단풍을 누리는 리트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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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 이 날은 특히 여성 선교사들이 오랜만에 하나님이 칭조하신 이름디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웃고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 었다. 박영숙이시와 윤해옥이사가 점심과 저녁을 섬겨주었고, 후원팀 문클래프가 회딤숲
입 징료로 섬 겨 주 었 다.

본부 리트릿

11월 6일(홰 한국본부 사역자 10 여명은 과천 서울대공원과 백운호수에서 하반기 리트릿을 진행하였다. 울긋불긋
한 단풍 속에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김사하며 본부사역 의 팀 워크를 다지고 서로 격 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선교사 피송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선교회 소속 임수형/홍혜경(GPIC 21기. 탄자니아 4월 7일). 김은진(20기, 멕시코 6월 16
일). <by Kim(22기, I국 9월 1일). 루이스/조이(22기. 에스와티니 9월 7일). 이미로(22기, V국 10월 13일). 정하늘/
김소망(21기 . V국 10월 27일) 총 6 유닛의 선교사가 피송되 었다.
2020년 GP 신 년6벼l회

GP힌국선교회는 2020년 1월 2일 판교에 있는 열린히늘문교회(김태규 목사 담임)에서 노싱힌 이사장을 비롯한 이
사. 선교사 등 50여 명이 모여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1부예배는 염천권 이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신임 노싱헌 이
시장이 설교를 하였다. 설교를 통해 노 이시징은 선교 현징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존경하고 사링한다고 고백
하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2020년 한 해에도 힘을 다해 선교사들은 달음질해 줄것을 부탁하였다. 김 인중 증경
이사장의 축도로 신년하례예배를 마친 후. 열린하늘문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와 다괴로 딤소를 니누었고. 2부
행사로 참석자들의 샬아온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 은혜를 더하였다. 이날 열린하늘문교회에서는 참석
자들올 위해 선물까지 준비하는 섬세힘으로 본 신년하례회를 섬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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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납.f시◎f의 찍사솨 운높f
동남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딤은 선교필독서 / 조흥국 저
2017년 현재 약 6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사는 동님아시아는 세계의 주요 수입 시장일

뿐만 아니 라 비교적 저 렴한 노동력을 갖춘 주요 인력 시장이다. 또한 x변과 지 정학적

위치 등 우리나라에게도 정치 .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적으로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인적 교류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동님아시아를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 . 경제적으로 닉후되었으며 문
화적으로 미개한 지역으로 생각한다. 또한 야자수가 우거진 이국적 정취의 열대 관광지 정도로 생긱하기도 한다.
이 러한 선입 견과 편견은 동님아시아 지 역을 님만(” 즉 .남방의 미 개한 오랑캐'로 보는 중국의 전통적 인 시 각의
딥습과 서양인의 동님아시아에 대한 정치 . 경제적 및 문회적 우월의식을 모빙한 서구적 가치관 및 세계괸에서 비
롯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동님아시아는 과연 어떤 모습일끼? 동님아시아 긱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역동성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동님아시이에서 실고 있는 시림들의 생생한 현재 모습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았을 것이다. 이

책은 동남아시아의 자연환경. 역사. 토착 문화 인도의 영향. 민간신앙, 불교와 이슬람. 종교 . 종족 걀등, 여성, 화
교 및 화인俸人). 한국과 동님아시아의 관계 등 이 지 역의 역시외문화의 전반적 인 측면들을 디루고 있다. 특히 동
남아시 아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동님c}시 아에 관한한 한국 최고의 석학이리고 할 수 있는 저자는 GP한국선교회의 직능이사로도 섬 기고 있다.
-소나무출판사간

시니.세 선교사 켸천
평신도 은퇴자의 필리핀 10년 선교 일지 / 김재복 저
아직도 세계의 선교 요구는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한국 교회는 인구 감소와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인의 증가로 교인 김소 추세에 있어. 선교지밍자 급감 및 선교사 후
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 은퇴자들은 火녀적. 신앙적 경험과 오랜 직장생활을 통해 익
힌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았을 뿐 아니라, 일부는 퇴직 연금이나 노후자산 등을 선교
비 재원으로 충딩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도 보유하고 있어. 피송교회나 디른 후원의 부담 없이도 선교사로 헌신
하여 여생을 보림콰 김사로 보낼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보와 안내의 부족 및 현지 언어 습득. 건강 유지와 날씨를 비롯한 티문화 환경 극복. 사역 방
향 선택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크리스천 은퇴자들은 선뜻 선교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샹횡을
돕기 위해 저자는 64세부터 10년간 평신도 은퇴자로서 사역한 경험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모았다. 평생 종사했던
전문 분야의 경험을 필리핀 선교사역에 쏟아놓으며 하나님이 저x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생생한 사역의 현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선교를 위한 사전 준비와 초기 정착 및 사역 빙힝꺼l 대한 안내와 함께 선교에 관한 여 러 궁금증에 대하여 은
퇴자의 입징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선교에 관심을 가진 크리스천 은퇴자나 의미 있는 인생 2믹을 원하는 크리스
천들에게는 좋은 안내가 될 것이다. - 쿰린출판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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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Korea

김송/정은미
김야곱
김요한/이진
깁정해/임하리
박의범
박주용/이주영
신장/김세라

장힉 새 / 허 승희
정성미
횡요 한 / 조 이리

선

P

교

GP I㉵rea

GPUSA

이죽복

GPUSA

김 명 식 /정 지은
김 휴성 / 이 나명
문권 익 / 조 성 위
원 인규/ 편 미 선

횡순현/황현주

이 윤주 / 강성 현

l瀟태국

--l

GPMIEa

이요한/김시라

손경수/임미애

GPI伽rea

김성환/심써니

GPKolEa

칠스오/Hα,sc]오

양희석
이희은
함마태/레베카

곽맹럴/나영혜

고석부
빅동국/유미경
조동석/괵수회

이디윗/이안나
이반석/정힌셈
이전세/이화평
상용센/장신아

장윤심/이현순
최명식

l일본

김주형/하석미

l 발레이시아

김정웅/이순교

GPMIpa

도한성/한수현
VI윤기/안은자
박선진/최정화

남택수/김성애
민경찬/하현숙
박상배/이현숙

' 조치아

박택수/김소면

이싱준/김영미
진토몽/힌부디아

GPBrazil

Jcoun힙 Ho Kim /
EunKyungKim

l 뻬루

한준수/이옥희

권데산/심청수

鹹

.

Jong rme Hwang/

김동건/배영혜

RonalFIo]曖

사모엑/어脯더

김선복/이한나
김영현/황혜영

과테밀라

GPKo]Ea

빈煦II스리/이한나

GPUSA

김영남
노학희/계은화
민수식/김난잉
박수민/송f르아
서진/오은하
원정아
임엘러야/임사라
임종수/김말선
최주석/이민영

기치배/호-으三오

이민교/이미라
정영화

JayKml

김미숙

이노웅/이은아

l미인마

.

GPK이ca

권순중/김열매
김도예

최재원/이양수

홍시안

김복만/이복길

합세임스/함린다

김창험

!l

백부장/제실
이병목/장혜진

GPKolEa

성재형/정봉숙

김이삭/김진경
장승훈/한은정

네 필

정한/정민

GPKolPa

GPUSA

김병선/홍은희

진실로/오시네

유에스터

盤

아굴리/브리스길라

l 터키

GPLEA

빼蝗남

최동욱/최힝숙

GPK이Ea

박순종/정은혜

인도

성결/양선

GPKorca

윤이삭/백리브가

남조나단/마리아

이띵γ깅물
이미로

사무엘황

ol人舛/김사라
임도마/최화평

장데이빗/재이리나

김영숙
김은석/김선욱
김재우/김연희
김한섭/김영잉
김회수
니그네/본향
박싱준/이숙영
안성원/조은숙
안영란
양성연/이ul금
이승숙
전영욱/권재익
한옥희

GPKo跆a

손미애
김성지.

l

조융/송화숙

정하늘/김소망

l 카르기스스탄籬

모침비크

GPUSA

이상범

호세아/그사랑
이겜/참빛

GPBI.azH

CEunp(x∋/

GPKol唱a

Malgalidada

이 순중/ 이 은 선

박은곤/조마리나

I삡Vrlbmo

이 은무 /박대 련

이르헨티나 竊

어냔외티니

l텼戱I흐스탄

썲

GPK이Pa

GPB]벤zil

루이스/조이

SeonWungKim/

GPBI끈tzi]

든風l니아

Joel/IIga

B]1anDin.

GPK(]'ea

l 멕腥

임수형/홍혜경

GPMIPa

GPUSA

김은진

최재명/방경순

GPUSA

이원준/유해숙

조동헌/신한나

하갈렙/최사라

박기훈/김혜원
박영왼/정기영
이시라

홍알리/손하리

전새절/전순혜

조성수/권희숙

지용한/지경애

허장식/허싱분

l 닙이프리카공회국 I
GPI㉵Ica

l 브라질

GPUSA

l 키머튼

GPIm끈a

소나무/언덕

GPm)TPa

GPB'톈zil

조영문/조금심
변프랭크/변세라

ADy텐en]쳤niagua

오다솜

정민규/정수정

TitiEmNang

김석/이영자
이승희/김현숙

정이론/최욜리비아

최미선

윤요셉/운마리아

펄리핀 鰥

Etovghe/Ad!.iana
GP USA

독얼

이 영 대 /이 애 림

IheRf久nKim.

▲스
궁브

GPUSA

BicIwGnida

GPIⓕIEa

정 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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