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칼럼

기본에 충실한 선교
김병선 선교사

선교사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가졌던 동기와 자세를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선교동향에서 우려되는 부
분들이 보여 동료선교사님들과 몇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경영을 성취하는 사역을 하면 좋겠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한 목적과 경영을 주
권적으로 이루고 계십니다(사 14:24-27). 세계 모든 민
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시 46:10, 말
1:11), 예배를 받으시며(시 22:27), 모든 민족이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시 86:9, 108:5, 합 2:14).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경영
에 일치되게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종류
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맞춰진 사역
을 진행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위임령에 맞춰진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선교위임령을 주셨습니다. 사복
음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의 유언적 분부가 기록되
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선교사역들을
살펴보면, 주님이 위임령에서 강조하신 선교대상인 ‘모
든 족속’과 선교방법인 ‘복음전파와 타종족제자훈련’에
맞춰지지 않은 선교 이론과 방법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
다는 것입니다. 정작 주님이 주신 선교의 대상과 방법은
간과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선교사
역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선교의 인적・
물적 자원들이 비본질적인 곳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는 분명합니
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
님이 모든 민족에 의해 예배를 받으시게 만들어,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 24:14). 누구도 주님의 명령을 벗어난 목표를 우선시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미전도종족 복음화의 완성이 모
든 선교사역의 지향점이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의 위임령에 단순하게 순종하여서 우리 세대에 모든 종
족이 복음을 듣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위치에서 기본 임무에 충실한 일꾼들이 되면 좋겠습
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일꾼의 자세일 것입니다.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본질
적인 사역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다양
한 이유로 선교 사역지를 떠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보
입니다. 전방에 있는 군인보다 외출, 휴가 중인 군인이
더 많다면 군기가 빠진 군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직장도 일터를 이렇게 오래 비워도 괜찮은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선교재정의 사용처도 선교사역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이 가장 많아야 옳은 사용일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라
는 찬양을 부를 때, 순수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라
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을 맞아, 주님
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을 예배할 자들입니다. 그날이 도래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종자를 제자 삼
는 것에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습니다. 더 집중적
으로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사역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는 세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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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ary Column

Mission faithful to the basics
Missionary ByungSun Kim
I hope that we will regain the motivation and attitude
we had when we were first called to be a missionary.
I am concerned about the current missionary trends
in general, so I share my thoughts with fellow
missionaries.
I want we to do ministry that fulfills God's purpose and
management. God is sovereignly fulfilling his purpose
and management for the whole world (Isaiah 14:2427). Among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God will be
exalted (Psalm 46:10, Mal 1:11), worshiped (Psalm
22:27), and all nations will give glory to God (Psalm
86:9; 108:5, Hab 2:14). I hope that our interests and
efforts are purely aligned with God's purpose and
management. I think the right direction is to carry out
the work that is tailored to God's work, not the kind of
work that I want.
I wish our ministry is in line with the Lord's mandate.
The Lord gave his disciples a clear mission mandate.
In the last part of the four Gospels, it is recorded as
the will of the Lord. As we look at the missionary work
currently in progress, what makes us worried is that
most mission theories and methods are not aligned
with the “all peoples” nor emphasized in the Lord’s
mandate and the mission method of “evangelism and
disciple training of other peoples”. In fact, it seems
to be dominated by “mission ministries” that “each
one does what is right in his own eyes” while ignoring
the object and method of mission given by the Lord.
As a result, it seems that mo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missions are being used in non-essential
places. The purpose of the Lord is clear. The goal is to
spread the gospel to all nations and make disciples,
so that God can be worshiped by all nations, thereby
fulfilling the conditions for the Lord's return (Matthe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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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No one should prioritize goals that are outside
of the Lord's commands. The completion of the
evangelization of the remaining unreached peoples
should be the goal of all missionary work. I hope that
we can make sure that all peoples in our generation
hear the gospel by simply obeying the Lord's
mandate.
I want us to be workers who are faithful in our basic
duties in the right place. The attitude of a true worker
would be doing what we are supposed to do in where
we are supposed to stay. To keep the right order of
essential work and non-essential work, we must be
faithful in the essential work. There seems to be too
many cases that missionaries leave their mission
field for various reasons. If there are more soldiers
going out or on vacation than the soldiers in the front,
it can be seen as an army with a lack of discipline. I
don't think any job will ever be fine with such a long
absence of workers from their workplaces. As for the
use of the missionary finances, the right use would be
direct spending on the missionary work.
As I sing “We will meet the Lord at the ends of the
earth, full of fruit to be given to Him...”, the lyric gives
me the feeling of pure obedience to the Lord. We will
meet the Lord at the ends of the earth and enter the
new heavens and new earth prepared by the Lord
to worship God forever. For the arrival of the day, I
would like to give priority to the ministry of preaching
the gospel to people who have not heard the gospel
and making disciples of converts. If we focus our
ministry on evangelizing the unreached peoples more
intensively, we may become a generation that will see
the Lord return in glory

Coluna do Missionary

Missão fiel ao básico
Missionário ByungSun Kim
Vamos recuperar a motivação e a atitude que tínhamos
quando fomos chamados para ser um missionário. Em
geral, estou preocupado com as tendências missionárias
atuais, por isso gostaria de compartilhar os meus
pensamentos com os outros missionários.
Eu gostaria que fizessem um ministério que cumpra
o propósito e gerenciamento de Deus. Deus está
cumprindo soberanamente o Seu propósito e
gerenciamento para o mundo inteiro (Isaías 14:24-27).
Entre todos os povos do mundo, exaltarão a Deus (Salmo
46:10, Mal 1:11), ser adorado (Salmo 22:27), e todas as
nações glorificarão a Deus (Salmo 86:9; 108:5, Hb 2:14).
Espero que nossos interesses e esforços estejam
puramente alinhados com o propósito e a gestão de
Deus. Penso que a direção certa é realizar o trabalho
que é feito sob medida para a obra de Deus e não o tipo
de trabalho que eu quero.
Gostaria que fizessem o trabalho que está de acordo
com o mandato do Senhor. O Senhor deu aos discípulos
um mandato missionário bem claro. Pois na última parte
dos quatro Evangelhos, está registrado como a vontade
do Senhor. O que é preocupante é que se olharmos
para a obra missionária atualmente em andamento,
teorias e métodos missionários que não estão alinhados
com o objeto missionário ‘todos os povos’ que foi
enfatizado pelo Senhor no Seu mandato e o método
missionário “evangelismo e formação de discípulos
de outros povos” estão acontecendo popularmente no
mundo. De fato, parece ser dominado por ‘ministérios
missionários’ que ‘cada um faz o que é certo aos seus
próprios olhos’, ignorando o objetivo e o método da
missão dado pelo Senhor. Como resultado, parece que
mais recursos humanos e materiais das missões estão
sendo usados em lugares não essenciais. O propósito
do Senhor é claro. O objetivo é propagar o evangelho
para todas as nações e fazer discípulos, para que Deus
possa ser adorado por todas as nações, cumprindo
assim as condições para a volta do Senhor (Mateus

24:14). Ninguém deve priorizar metas que estão além do
comando do Senhor.
A conclusão da evangelização dos povos não
alcançados deve ser o objetivo de todo trabalho
missionário. Espero que, simplesmente obedecendo ao
mandato do Senhor, possamos ter certeza de que todos
os povos de nossa geração ouçam o evangelho.
Quero que sejam trabalhadores fiéis aos seus deveres
básicos no lugar certo. Claramente seria a atitude de um
verdadeiro trabalhador estar onde deveria estar e fazer
o que deveria estar fazendo.Para que as prioridades
do trabalho essencial e do trabalho não essencial não
mudem, devemos ser fiéis ao trabalho essencial. Por
várias razões muitos missionários estão deixando o seu
campo missionário. Se houver mais soldados saindo
de férias do que os soldados da linha de frente, pode
ser visto como um exército com falta de disciplina. Eu
não acho que qualquer emprego ficaria bem em ficar
longe do trabalho por muito tempo. Quanto ao uso
das finanças missionárias, seria o uso correto se a
maioria delas fosse usada diretamente para o trabalho
missionário.
Quando cantamos a canção “Encontraremos o Senhor
nos confins da terra, cheios de frutos para serem dados
a Ele...”, temos a sensação de que somos puramente
obedientes ao Senhor. Encontramos o Senhor nos
confins da terra e entramos nos novos céus e nova
terra preparados pelo Senhor para adorar a Deus para
sempre. Seremos adoradores eternos ao encontrarmos
o Senhor nos confins da terra e entrarmos na nova
terra e céu que o Senhor tem nos preparado. Até que
esse dia chegue, gostaria de que priorizassem ao
ministério de pregar o evangelho a pessoas que não
ouviram o evangelho e fazer discípulos de convertidos.
Se focarmos nosso ministério em evangelizar mais
intensamente os povos não alcançados, podemos nos
tornar uma geração que verá o Senhor retornar em
gló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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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쁨을 돕는 자
이승섭 GP한국 부이사장(양천중앙교회 담임목사)

Q.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오셨
는지 좀 나눠주시지요.
부모님이 월남한 분이신데 제가 서너살때쯤 어머니가 죽
을 병에 걸렸다가 주님 은혜로 치유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 세례받으면서 성령 체
험을 했었구요. 당시 세례식을 앞두고 목사님이 ‘함부로 세
례받지 마라’하셔서 한겨울 교회 다락방에서 영하의 날씨에
3일을 벌벌 떨며 금식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지요.
그런데 제가 대학입시에 실패를 하면서 방황을 좀 해요.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고사가 폐지되고, 대입에 내신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됐는데 제가 시골에서 명문이
라 할 수 있는 강릉고를 나와서 내신이 별로 안좋았어요. 재
수할때 ‘4당 5락’ 이러면서 죽도록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
을 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결국 아는 교회 선배가 ‘우리 학교나 와라’ 그래서 건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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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죠. 그런데 저희 형이 4수를 하고, 저도 재수를 하면서 부
모님이 집까지 팔아 뒷바라지하셨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 대
학을 못가니 적응이 안돼 학교 호수에 빠져 죽을까 생각까
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선배의 권유로 IVF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매일 참
석하게 된 DPM(Daily Prayer Meeting)이란 모임에서 하나
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
를 여기 보내신 뜻이 있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
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고, 큐
티를 통해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지요.
그 이후 신앙적인 전환을 이룬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오대산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왠지 기도원에 가면 나보다
더 절실한 기도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제 기
도제목은 안들어주실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깊은 산으로 간

것이지요. 그때 깊은 산 길을 들어가다보니 갑자기 월정사가
나타났어요. 조금 더 가니 상원사라는 절이 또 나타나는 걸
보고 ‘오늘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려나 보다, 이 마귀 새끼들
아!’ 이러면서 깜깜한데도 거길 지나서 더 깊은 산으로 들어
갔어요. 모포 하나, 성경 하나 들고 깊은 산에 눈만 쌓인 데까
지 가서 ‘하나님, 저 뭐해야 되나요?’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
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져갔던 모포도 얼고, 무릎도 얼기 시작해서 결국
새벽 서너시쯤에 ‘아이고, 하나님이 바쁘신가보다’하고 내려
오는데 플래시가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 중 절 매점에
불이 켜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건전지를 사려고 매점에 들어
서는데 설교말씀이 들려 ‘절에서 웬 설교 소리지?’하며 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려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
예요. 그때 ‘네 길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믿
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하는 설교 말씀이 들렸어요. 아
마 조용기목사님 설교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게 절에서 매점하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것도 이상하고, 그
때는 극동방송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거긴 극동방송이
안 잡히는 데예요. 거기서 건전지를 갈아끼우고 플래시를 딱
비추는데 그 순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라는 말씀이 깨달아졌지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될
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한걸음 한걸음 비춰주시는 대
로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산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Q.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모토를 특별히 정하시
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 목사, 교수라는 세가지 꿈을 갖
고 있어서 대학에 가서도 총학 임원도 하고, 과대표도 하고,
기독학생회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총학 임원을 하면서 제가
학생단체의 타락상을 보게 됐어요. 당시엔 학도호국단이었
는데 학생들이 학도호국단 재정으로 술 마시고 노는데 흥청
망청 쓰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나는 정치는 안되
겠구나.’싶어 결국 2학년을 마치고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대 후에 ‘뭘 하고 사나’ 고민할 즈음에 IVF MT를 가게
됐어요. 아침에 큐티 말씀 묵상하고 산책을 하는데, 산기슭
에 나무 한 그루가 햇빛을 받아 황금빛을 반짝거리며 서 있
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나무를 보려
고 가까이 가다 보니 중간에 개울이 있어 다리를 만들어 놓
았는데 철사와 못으로 대충 엮어 놓은 조그만 나무다리였어
요. 그 나무다리를 밟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
을 주셨어요. ‘승섭아, 너는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반짝반
짝 빛나는 그런 삶을 원하니? 그건 내가 취할 영광이란다. 너
의 삶은 지금 밟고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이 나무다리 같은 삶이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무다리, 그러나 그 빛나는 나무를
보려면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하는, 철사로 얼기설기 엮여 못
을 대충 박아서 만든 나무다리...그러면서 아침에 묵상했던
고린도 후서 1장 마지막 절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
는 자가 되려 함이 아니요. 오직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
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죠. 그때부터 ‘기쁨을 돕는
자’가 제 삶에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한때 동경의 대상이 나
폴레옹이고, 돈키호테 같았던 제가 돕는 자 ‘파파스머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헨리 나우웬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읽으며 하향성에 관한 비밀을 깨닫
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이 많았
던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시절,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목사님
이 사택을 갖지 않는 이유가 이사할 때마다 집 없는 사람의
아픔을 동감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무소유’로
살아야겠단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나무다리’ 같은 삶
은 명예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무명예를 위해 목사도 되지
않고 평생 전도사로 살까도 고민했는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이틀은 받았어요.
그리고 정국이 정말 혼란스럽던 그 시절에, ‘운동권 애들
은 거짓 이데올로기에 자기 생명까지 거는데 참 진리인 예
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란 고민을 처절
히 하다가 ‘저도 저들처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
는 ‘네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였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 같
은 귀한 것이 무얼까’ 생각해 봤어요. 그건 저 자신을 바친다
는 의미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를 바친다
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옛날부터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소망 중에 하나가 제 어머니와 저를 닮은 예쁜 딸
을 갖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자식으로 살고, 입양해서 아
이들을 키우겠다고 대학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
단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3無, 무자식, 무소유, 무
명예로 살겠다는 인생의 모토를 정하게 되었지요.
Q. 목회로 인도하심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
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뭐 좋아하냐, 뭐 잘하나’
물으셨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후배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
양하고, 말씀 읽는 것이 제일 재미있고, 좋고, 잘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 다녔던 동도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신학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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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데 대학부 지도교사, 지도전도사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
때 장영호 선교사가 제 전임이었는데, 유치부 전도사로 나가
자, 교회에서 ‘너 신학교 간다며?’ 하며 시킨 거예요.
그런데 4학년 때 막상 신대원에 가려다 보니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1년 휴학하고 집에 내려갔어요. 그
런데 부모님이 월세방에서 사시는 것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
파 ‘하나님, 3년만 돈을 벌겠습니다.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주세
요’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입학식만 마치고 당시
월급을 최고로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3년동안 열심
히 돈을 벌어 부모님을 위해 조그만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제게 다시 신학교를 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갑자기 기도원 원장이 어머니를 불러서 ‘권사님이시죠?’그
러더래요. 그렇다니까 ‘당신 아들 길 막지 마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시더래요. 어머니가 그분한테
아들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아들 얘기는 제게 하시지...’화가 좀 나기도 하셨대요. 그
래도 그 일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제가 다시 신학교를 가기
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렇게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이라 생각
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학원복음화협의회
(이하 학복협), 공명선 운동 등에도 참여하면서 청년사역운
동을 십여년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왕십리교회 청년부는
열배 이상의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Q. 유
 럽의 신앙공동체에서도 생활하시고 스톡홀름한인교회에
서도 목회하셨는데 어떻게 가게 되신 건지요?
2000년 10월 29일에 청년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을 가지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 안주하려 하지
말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게 주신 울림이 있었어요. ‘너부터 떠나라!’
제가 그 교회에 7년 있었고, 교회도 성장하고 있었는데 뭔
가 안주하려는 움직임이 청년부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
요. 리더모임을 하는데 한 녀석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새
신자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매주 새신자가 몰
려오니까 얼마나 관리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
으니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이건 안되겠다. 뭔
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
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바로 12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돈 팔아 평소 가고 싶었던 부르더호프, 라브
리, 떼제, 라뿌르디에, 아이오나 같은 유럽의 기독교 공동체
를 돌며 지냈어요. 마지막으로 장애인공동체인 라르쉬 공동
체에 가려고 지원하고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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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학복협에서
제가 모시던 목
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제
가 한국 들어
왔단 소식을
들으시고 좀
도와달라는 요
청을 하신 거예
요. 결국 라르쉬공
동체에 양해를 구하
고, 2년동안 목사님을 도와
예수마을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목사님이 회복되셔서 어디를 갈까 기도하던 중
스톡홀름한인교회의 청빙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목사는 청빙을 받는 거지 취직하는 게 아니다’란 생각이 있
어서 이력서를 내지 않는데 인터넷에 스톡홀름 한인교회 청
빙공고를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스톡홀름에서
는 나를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에 형식적으로 설교와 이력
서 딱 두 개만 보냈는데 바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가
려하니 주변에서 전부 ‘가지 마라, 거기 어려운 데다…’ 이런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요. 그때 가까운 데 있던 장영호선교사
만 유일하게 오라고 그랬죠. 너무 힘들다는 소리에 제 평생
에 처음으로 ‘하나님 안 가면 안되나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데 하나님이 새벽에 사도행전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
린다 하시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같은 날에
아내는 ‘내려가기를 두려워말라’ 라는 말씀을 받고 가야겠다
고 결심을 했더랍니다. 가서 보니 정말 열 댓명도 모이지 않
던 어려운 교회였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 죽기 살기로 7년
을 사역했습니다. 나중에 100여명 모이는 교회로 자립하여
러시아와 발트 3국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죠.
Q. 한국에서 다시 목회를 하시게 된 동기와 현재 교회사역
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스톡홀름에서 사역할 때 한국교회 내의 여러 부정적 소문
과 청년사역이 무너진다는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구
나 가까이 지내던 사역자들의 몰락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대
한 안타까움과 부담감으로 기도하던 중에 어머니가 다치셔
서 누군가가 돌봐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
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교회 집사님 꿈에도 제가 떠나는 모습을 보
여주면서 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정을 잘 설명한 뒤 마무

리를 하고 한국
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
나님의 인도
하심을 받아
들어오면 모
든 게 술술 풀
려야 되는데 하
나님이 잠잠하
셨어요. 13평 아파트
에서 애들이랑 다섯명이
부대끼
며 스웨덴 정부의 육아휴직 월급
이 보장된 4개월 안에 응답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국
에선 7년 사이에 제가 잊혀진 인물이 되었는지, 마지막 월급
이 주어지는 6월 말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절망적인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내려니 대부분 교회의 청빙은 6
월말이 기한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감이 없는 곳이 이
교회였어요. 7월1일에 이 교회에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신
기하게도 저를 알던 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제게 서류를 내
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 상황이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원로목사님만 만나 면접만 보려
던 일정이 갑작스레 모든 장로님들과 면접을 보는 걸로 바
뀌었는데, 또 주일 설교 요청 전화까지 받게 됐어요. 그때 전
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시에 저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구요. 주일 오후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심정
으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난 표
정으로 바라보던 성도들이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표정이 바뀌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의 투표에서 제가 압도적인 선택을 받
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엔 제가 이 교회랑 맞다고 생각하진 않
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므로 하나님이 주인되
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결과, 지금은 주변의 믿지 않
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들이 주 안
에서 글로벌리더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며 노
력해 왔습니다. 교회도 선교적 마인드로 바뀌어서 현재 다섯
곳의 해외 지교회를 개척하고 주파송 한 가정과 30여명의
협력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계들은 있지만 이런 지
역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Q. GP선교회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
획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GP는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 같이 일했던 박종승선교사
나 대학 동기인 김형익 선교사, 같은 교회 대학부 출신인 장
영호 선교사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박수민 선교사도 예수마
을에서 함께 동역했던 친구지요. 이후에 이사야, 김창현선교
사와 같은 좋은 선교사들을 보면서 괜찮은 선교단체라고 생
각돼서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신금용, 홍승영 이사
같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됐지요.
무엇보다 GP선교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진짜구
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선
교사들에 대해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선교사
모임에 참여한 뒤 아내가 ‘여보, 다시는 이런 모임에 오지 말
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현지에 있으면서 현지어도 제대
로 못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할 지도 모른 채 그저 한국에서
후원만 바라는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열매도 없는 가운데 자
녀교육을 위해 마지못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
이 선교사가 맞을까 하는 그런 회의가 들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GP의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이런 선입견이 많이
깨졌습니다. 현지어에 능통한 것은 물론 자신과 가정의 편안
함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불을 버리지 않는 선교사들
이더라구요. 사역의 열매도 많고, 사역에 대한 자부심과 무
엇보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당당하게 사역하는 모습이 보
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감투나 명예를 찾지 않고 오직 생
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안한(?) 행정사역보다는 현장을 더 좋
아하고, 대표직을 마친 뒤에도 다시 현장으로 달려가 사역을
하는 모습은 쉽게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잘
섬기면 한국교회의 선교현장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지요.
저는 65세에 조기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교
회가 안정되었기에 후임에게 맡기고 선교지에서 새로운 사
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선교현장에 나가 그간의 경
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하려
고 합니다.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아원사역 이예
요. 다른 건 몰라도 애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노는 것은 제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고아원을 하고 싶었던 꿈
도 있었구요.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필요로 하는 곳보다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간다’는 모토로 살아온 것같이 저
를 필요로 하는 또다른 곳을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
습니다.
인터뷰 김동건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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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레스 옥토브레의 개척자
멕시코 이사라 선교사

'곧 공산화가 되니 이남으로 내려가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사실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시 천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북에
서부터 5대째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8•15 해방 직후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기도하던 중에 ‘곧 공산화가 되니 이남
으로 내려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 와서 서울 오장동 54번지에 정착했고 곧 제
가 태어났습니다. 위로 첫째 오빠 바울, 둘째 오빠 야곱, 언니 나오미까지 이북에서 태어났고, 저는 오장동 집에서
태어났는데 사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동네에서 어머니는 ‘바울 엄마’로, 저희 집은 바울이네 집으로 불렸
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서는 부모님이 비누공장을 하며 가계를 꾸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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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민의 전도왕이셨던 할머니
그런데 월남 후 6•25전쟁이 터졌고 저희 집은 제주
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머니를 그곳에
서 전도자로 부르셔서 엄청난 피난민들을 전도하게 하
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할머니는 참 특별한 분이셨
습니다.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당시에 주
로 전도하셨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학교 교장, 외자관
리 청장 등이 된 젊은 고위관료들을 그때 전도하여 제
자를 삼으셨고, 또 수많은 목사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제주시 건립동 감리교회에 저희 할머니 기념비가 세워
졌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에 전화가 와서 ‘교회 확장으로 기념비를 옮
기게 되는데 아주 없애는 게 아니고 장소를 바꾸는 것’
이라고 저희 집에 연락이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기념비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어릴 적에 그 교회 목사
님이셨던 고달삼 목사님, 공성주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어머님, 어머님’ 하며 할머니를 찾아오시던 기억이 아
직도 납니다.
할머니로부터 배운 전도의 열정
할머니뿐 아니라 장사하시던 어머니 또한 밤마다 삼
각산 민족기도원에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터 어머니를 쫓아 밤마다 조국 통일을 위해 함께 간
절히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장사하는
집안이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열아홉살에 저도 물질
을 많이 모아 선교를 돕고 싶단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라’란 말씀을 주셨습
니다. 그래서 강원도 철원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 중심
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2년째 되던 어느 날 ‘조상을 찾
으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
려와 할머니를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가 85세이셨는데도 여전히 전도를 열정적으로 다니시
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도 따라서 2년동안 할머니가
별세하실 때까지 함께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같
이 다니면서 저는 할머니의 신앙을 계승받게 되었습니
다. 할머니는 제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며 경주
에 있던 통합측 평신도 훈련원에 가서 공부하게 하셨
습니다. 거기서 2년간 공부하고 나니 동해노회 여전도
회 연합회에서 저를 영덕의 교회에 전도사로 파송했습
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 그곳의 전도사를 그만두
어야 했는데 결혼 후에 교회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그
곳으로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남편과 떨
어져 생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법적으로 젖먹이 아이(4
개월 정도)양육권은 아빠에게 빼앗기는 구조여서 저는
홀로 서울로 상경해야 했습니다.
교인 천명과 미국행
서울에서 지내면서 영락여자 신학교에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시 김해리 교
장선생님은 저를 넉넉한 큰 교회의 사역자로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에 앞서 저를 여수 성광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교역자를 구하러 오셨으니 종로
YMCA 지하다방에 가서 인터뷰를 잘하라고 하시며 보
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8회 졸업생 중에 1호로 뽑혀
성광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 교
인이 400여명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여전도회 심방전
도사로 일하며 아침8시반이면 교회에 도착해 기도회
후에 그날 짜인 구역에 따라 집사, 권찰, 권사님들과 함
께 가정을 심방하고 그 가정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
면서 사역을 했는데 하루에도 몇번씩 설교를 하다보니
그 때 설교 실력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광교회에 처음 도착한 날 교회성전에서 기
도하는데 “교인 천명이 되면 일어나 미국으로 가 공부
하여 선교사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저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도 제게 참석교인수를 세서 주보에 올리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역한지 3년쯤 지난 어
느 날 출석 교인수를 세다 보니 천명이 되어 있었습니
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올때 받았던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목사님께 사표
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보내주지 않으셔
서 좀 지체되긴 했지만 1980년에 결국 미국으로 가족
들과 같이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씨에라산 기도원
저는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려고 갔던 UCLA에
서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코스를 6개
월 밖에 못해서 간신히 영어를 구사하는 상태였습니
다. 그러던 중에 선교지에 가면 여자와 어린이부터 선
교할 수 있다고 해서 아동심리학 등의 공부들을 하면
서 선교 나갈 준비를 하며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그러
려면 EM(English Ministry)전도사로 섬겨야겠다 싶어
씨에라 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
다. 그런데 거기서 저와는 반대로 EM전도사가 필요해
서 산에 와 기도하시던 오렌지 한인교회 박현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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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인
사를 여쭙다가 서로 상황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
서 그 영어를 가지고 영어 사역 (English Ministry) 을 3
년을 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싶어 목사
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렇잖아도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을 선교사로 보내려 기도 중이었다’고 하시며 그 교회
에서 파송까지 해주어 드디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
습니다. 일단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 남미 콜롬비아로
가서 언어공부를 하며 네비게이토 사역을 하던 중에
납치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머리를 심하게 구타당하면서 기억력
을 상실하고 몸은 엉망이 된 채 미국으로 복귀하게 되
었습니다.
미국에서 1년 정도 몸을 추스리며 회복하던 중에, 잘
알지도 못했던 포모나지역의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인
디언 선교를 가는데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
니 아프신줄 알지만 좀 오셔서 인사말이라도 좀 해주십
시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이 이계율 목사님이신
데, 조금이나마 스페인어를 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교
회를 세워줬다는5개 부족사역에 그때부터 동역하게 되
었습니다. 당시에 홍수가 났던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
인 티와나의 Reformed 교단의 교회를 돕다가 연결되면
서 그 교단 소속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같은 오딜론 목사님과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테까떼(Tecate) 지역에 미국 선
교사가 세운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 여자 혼자 이 척박한 곳에서 사역하기 어렵다면서
자꾸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다’며 중매를 서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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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게해서 1993년에 오딜론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함께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
니다. 오딜론 목사 또한 영혼에 관심이 많아 직장을 다
녀오면 늘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 때만해도 동네마다
교회가 없던 시절이라 테까떼를 복음화하기 위해 새벽
기도, 철야기도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교회개척을 위해서 먼저는 교회 없는 동네를 리서치
해서 표적을 정해 철야기도를 하고, 토요일과 주일 오
후에는 청년들과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영접자들
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신자들을 늘려가던 중에 하나
님의 때가 차면 구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지
인들이 먼저 교회의 필요를 느껴 요청을 하게 되고, 가
정교회와 비슷한 상태로 모이다가 땅을 빌려 천막교회
를 시작하고, 그 후에는 교회건물을 짓는 식으로 지금
의 교회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달동네 ‘뜨레스 옥토브레’
‘뜨레스 옥토브레(Tres Octobre)’지역은 멕시칸들
이 국경을 넘기위해 북쪽으로 올라와 국유지를 점유하
여 살면서 생긴 달동네였는데 10월3일 정부군이 거주
민들 수십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되어 정부가 만명 정도의 주민을 내몰지 못하
고 도리어 그 사람들의 땅으로 내어주게 되면서 그날
을 기념하여 ‘뜨레스 옥토브레( 10월3일)가 동네 이름
이 된 곳입니다.
그 동네가 형성되어 가던 중에 오렌지 카운티의 복음
장로교회가 처음 선교를 왔고 동네협회로부터 땅을 기
증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큰 홍수가 나서 먹을
것과 옷가지 등을 가져가 구제하다 보니, 교회와 어린

이 학교를 세워줄 수 있겠냐는 요청을 받게되어 기도하
면서 주님의 싸인을 구하던 중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엘샤다이’입니다. 지금은 현
지인 에스겔 목사가 시무하시며 교인이 50명쯤 됩니다.
엘샤다이 교회를 시작으로 이후에 여러 지역에 엘샤다
이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테까떼에만 7개 정도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모두 교단 관리하에 맡겨졌습니다.
제가 GP에 들어올 당시에는 Church planting을 하
라고 많이 장려하던 때라 너무나 먼 길도 물불 가리지
않고 고생을 해가며 교회를 세우러 다녔는데, 지금은
대를 이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맡아서 잘 섬기
고 있습니다. 사역은 테까떼가 거점지역이었는데 교회
들이 조금만 성장해도 교파 상관없이 바로 현지인 목
사들께 넘겨주다보니 각기 교단은 다르기도 하지만 모
두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집은 불타 없어져도 사역은 계속되리라
3년 전 살고 있던 테까떼 동네에 불이 나 동네 대부
분이 전소되면서 제가 살고 있던 집도 모두 불에 타버
렸습니다. 집이 불에 타는 와중에 탈출하다시피 급히
나오다가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지금도 걸음을 절뚝거
리며 다닙니다. 빈몸으로 겨우 빠져나오면서 가지고 있
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타버리는 바람에 선교지의 옛 추
억이나 사역을 보여줄 만한 사진조차 남은 것이 없어
서 마음이 아픕니다. 협력하던 교회들과 선교단체 등을
찾아 뵙고 옛 사진 등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테까떼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만 제가 관여하
고 있습니다. 남편 오딜론 목사가 멕시코 유대인이다보
니 저도 히브리 유대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졸

업은 못했으나 4년 전 오딜론 목사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 세운 교회의 신학교에서 남편 대신 신학생들에게
모세오경과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더 이상 모여서 가르칠 수 없게 되어 미국
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오렌
지 카운티지역에서 히브리어에 관심있는 목회자나 평
신도들에게 히브리어와 ‘토라포션’이라는 유대인식 생
명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최근에 저는 두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을 겪
었습니다. 한번은 폐렴으로, 한번은 복용약이 기도를
막는 바람에 숨을 못 쉬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며칠
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코마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렇게 두번이나 다시 깨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
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리라’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아직 저를 더 쓰실 일이 있
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멕시코의 신
학교로 돌아가 가르치던 히브리어와 모세오경을 끝내
려고 기도 중입니다.
그런 계획과 함께 갖고 있는 또 한가지 소망은 어릴
때부터 민족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조국 통일입니다.
그 기도제목, 조국통일이 곧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
라며 제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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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다
M2국 신성 선교사

지난 8년간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나의 낮음과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하신 시간'이었습
니다. 그 배움의 시간들을 글로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은혜들을 이 글을 통해 다시 돌
아보며, 나의 낮음과 주의 크심이 단지 앎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만족이 돼 버린 나의 열심
36세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나이에 이 땅을 밟은 그날의 저는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배운대로
막 도착한 선교지에서 가능한 현지인과 가까이 거하기를 힘썼고, 무엇보다 언어를 배우는 데에 충실하려 했습니
다. 현지의 대학교와 개인 과외, 학원을 겸하여 하루의 일과를 언어를 습득하는데 보내며 나름 애썼습니다. 거주
하는 집도 최대한 저렴한 집을 구하고, 자녀도 외국인들이 없는 현지의 저렴한 유치원에 보내며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고생을 사서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파송 초기에 후원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고
공행진하던 현지 물가와 환율 등으로 특별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상황도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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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편한 것을 포기하고 현지에 가까이 가는 것
이 옳은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
다. 따라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적응해 가
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명제에 대한 자기 만족이 하나
의 동력이 되어 그것을 즐겼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
니다. 그 덕에 언어도 연차에 비해 꽤 잘 배우고 있다는
평가도 듣고, 사역의 방향도 잘 잡아서 민첩하게 길을
열어 나간다는 칭찬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만, 스스로
를 돌아보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심만이 아
니라, 자기 만족의 열심이 함께 개입되어 하나님의 크
심 앞에서 나의 낮아짐을 방해하는 역기능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도시 M에 정착하다
언어 연수기간을 마치고, M2국의 첫 입국 때부터 계
획한대로, 제1도시에서 600km 떨어진 제2도시 M도
시로 이주를 했습니다. M도시는 이 나라의 불교 역사
와 전통의 중심으로 '불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입
니다. 또한 중부 내륙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은, 미
얀마 전역을 향한 복음 전파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
기에 유용한 곳입니다. M도시에서 저희 가정은, 불교
도 중심의 마을에 교회 개척, 그리고 신학교 협력 사역

을 통한 현지 지도자 양성이라는 두 가지 사역을 계획
하고 이주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 목표한
바는, M도시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교도 마을 가운데
에서 구원의 역사와 예배의 부흥이 교회를 통해 이루
어지는 것,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 세워진 학생들이 M
국의 135개 종족 중 여러 미전도종족들에게 나아가 복
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으로 M도시에 정착과 함께 신학교에서
현지어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강의는 언어연
수를 마치고 바로 시작한 터라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
니다. 강의를 마치면 스스로 창피해 쥐구멍이라도 찾
고 싶은 심정이었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현지어로 매
주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늘어가는 언어에 만족감
도 있었고, 즐겁게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학생들을 바
라보는 기쁨과 보람도 컸습니다. 더불어 교회 개척사
역도 곧이어 시작했습니다. 언어연수 과정에서 만나게
된 복음전파의 열정이 넘치는 ‘피터’라는 이름의 젊은
현지인 청년 전도사가 M도시에 함께 이주해 같은 비
전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내 계획표와는 다른 주님의 계획
M도시 전역을 정탐하던 중 만나게 된 한 불교 마을
에서 '호프센터'라는 이름으로 방과후학교를 우선 시
작했습니다. ETI 영어교육과 학교 교과과정 보충수업
형태로 방과후학교를 시작한지 2개월째에, 마을 아이
들을 초청해 성탄행사를 했고, 이후에 조심스레 주일
학교도 시작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센터에 어린이들
이 몰려와 즐겁게 함께 뛰고 노래 부르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기회들이 생겼고, 주일 예배도 소수의 아
이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교도들
의 방해나 주변과의 마찰이 전혀 없이 잘 진행되었습
니다. 처음에 '호프센터'를 시작할 당시는 4평 정도되
는 작은 2층 나무 건물을 임대해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 뒤 작게나마 센터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고, 동

GLOBAL PARTNERS

13

선교사행전

시에 사역은 더욱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획에 맞게 진행됨으로 인한 기쁨도 있었고, 이대로
만 가면 많은 열매들이 차곡차곡 맺어갈 것만 같은 기
대감과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주님이 예비하신 계획표는
제 계획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터 전도사님이 하늘나라에 갔대요!”
2018년 1월, 함께했던 피터 전도사에게 예기치 못
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집의 고장난 수
도를 고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던 아내가 급하게 제 휴대폰을 들고 옥상에 올
라왔습니다. 센터의 여교사의 전화였는데, 이런 내용이
었습니다. "선생님, 피터 전도사님이 하늘나라에 갔대
요!" 믿을 수 없는 내용에, 여러 차례 사실인지를 되물
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만해도 함께 교제하며 어려움을
나눴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니 도무지 믿을 수 어 없
었습니다. 피터 전도사는 당일 새벽에 불의의 교통사고
로 앰뷸런스로 정부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던 중 세
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영안실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호프센터의 아이들도 피터 전도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저를 기다린다는 전화를 받고서 무거운 마음
으로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참으로 아이들을
사랑한 터라, 수십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망 소식
을 듣고 센터로 몰려와 눈물을 흘리며 성경책을 붙잡
고 삼삼오오 그룹을 지어 읽으며 그를 추억하며 아픔
을 함께했습니다. 그에게도 이곳은 타지였고 낯선 곳이
었던 터라, 그의 장례식은 친족들이 아닌 그의 사랑을
받은 마을의 불교도들이 함께 슬퍼해 주는 자리였습니
다. 이 나라에 도착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설
레던 꿈을 공유했던 소중한 친구를 갑자기 부르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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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
었습니다. 그를 잃은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었지
만, 주님이 붙여 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어떻게든 이 사
역을 계속 이끌어가며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
감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헤어짐, 그리고 낮아짐
이 사건은 주님이 저를 낮아지게 하시는 첫 시작이
었습니다. 신학교 사역과 호프센터의 사역을 병행하려
니 함께하는 동역자 없이는 물리적으로 두 사역을 혼
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부
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길을 여시고 호프센터 사역
을 당신의 지혜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도 주님은 평탄한 길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어
려움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새로 만나 센터에서 함께
하게 된 동역자 가정이 센터에서 생활한지 3개월만에
그 가정의 어린 자녀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함께 넘겨야 했습니다. 사역에 온전한 마음으로 동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가정과는 나중에 결국 결
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신학교 행정과 함께 저의 비자와 거주 관련된 문
제들을 긴밀하게 도와주는 동역자인 현지 선생님이 계
시는데 저희 가정에게는 아주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같
은 해 그분의 둘째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세상
을 떠났는데 이듬해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 첫째 아들
과 아내까지 동시에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남게 되는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주변의 몇몇 소중
한 사람들과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함께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의 시간들은 주님께서 낯선 광야의 한가
운데 저를 두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로 제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제가 아닌 주님이 그 사역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코로나와 쿠데타
2020년 초, 비
자 갱신을 위하
여 한달의 한국
일정을 계획하고
귀국한 사이 코
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9개월의
시간을 한국에서
현지에 복귀하지
못한 채 대기해
야 했습니다. 저
를 비롯한 교사
들의 미복귀와,
정부의 방역지침
으로 인해 신학교
의 시계는 멈췄고, 고향으로 돌아간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습니다. 호프센터의 청소
년과 어린이들도 저희가 없는 사이에 목자 잃은 양이
되어 흩어져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사역
지로 복귀한다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졌던 것은 태풍이
치고 파도가 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속
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셨
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마지막 달, 대사관으로부터 특별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과 격리를 마치고 M도시로 복귀
를 했습니다. 사역지의 상황들은 황폐된 땅을 보는 것
과 같았으나 그루터기 사이에 주님이 남겨 놓으신 싹
들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호프센터에는 제가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몇몇 학생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매일 만나며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
는 과정에서 그들이 서서히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은
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하여 집합 모
임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방과후학교나 주일학교 등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임은 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소
수의 아이들을 만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
회들을 허락하심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미래를 준비하도
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얼마 안되어 쿠데타라는 국가적인 큰
사태가 터졌습니다. 온 국민이 이 사태에 반대해 이
나라의 문민정부를 상징하는 빨간 옷을 입고 세 손가
락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군부에 반대하는 의미로 학교와 병원, 민간 사업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장이 업무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였
습니다. 시위가 지속되자 군부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
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
고 죄 없는 시민과 학생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감
옥에 갇혔습니다. 저희가 지내는 집 주변에서도 매일
같이 시위하는 소리와 총성과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습
니다. 안전상의 문제와 코로나의 재확산 등으로 인하
여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철수
를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아있어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GP는 바로 철수를 결정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
주시해 철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지침이 내려졌기에 저
희 가정은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소그룹 성경
공부 등 할 수 있는 사역들만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철수하
지 않고 현지에 있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비교해서 말
할 수는 없지만, 되돌아보면 저희 가정이 이 땅이 처하
게 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고 낙망에 빠진 사람들, 청
소년들과 아이들의 아픔을 이 곳에서 함께 품어주는
시간을 보낸 것은 너무 값진 일이었습니다. 센터의 학
생들도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나라 상황 속에 자신과
함께 남아있어준 저희 가정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 정치적 상황은 아마도 단기간에
해결될 돌파구가 없고, 현 상황대로 군부와 시민군 간
의 대치와 내전이 계속되면서 긴 시간 동안 국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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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손실을 남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 힘들
어진 경제 활동과, 해외 기업들의 대거 철수 등으로 인
하여 시민들의 생활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
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물가가 오른 데다
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으로 인하여 고점이 보이지 않고 계속 치솟는 물가, 더
불어 사라져가는 일자리는 서민들을 고난의 행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방치된 아이들, 호프센터에서 다시 학업 재개
특별히 이곳의 아이들은 교육상황이 심각합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 시기에 전국의 학교가 멈춰진 이후
에 이듬해에야 학교는 군부하에 재개학을 했지만, 교사
들의 수업 거부와 학생들의 등교 거부로 인하여 2년째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여러 방법으로 학업을 이어 가기도 하지만, 대
다수 서민 가정의 아이들은 교육에서 완전히 버려진 상
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이 호프센터
의 멈춰진 방과후학교를 다시 시작하도록 허락하셨습니
다. 저희 신학교 출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
운데 저희 사역에 합류해 사역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되었
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마을의 많은 아이들이 센터에
서 학업에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더불
어 주일학교도 재개되어 기댈 곳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
는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
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교육적 도움이 절
실한 다른 마을 한 곳에서도
유치원과 방과후학교 사역을
동역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계
획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학교도 지난 해 은혜로 다
시 개강을 했습니다. 코로나
와 국가 상황으로 인한 어려
움 속에서도 집단감염이나 안
전의 위협 없이 지난 2월에
한 해의 과정이 은혜로 마무
리되고, 졸업생들은 각자의
사역지로 파송되었습니다. 6
월부터 새 학년이 다시 시작
되었고, 올해에는 특별히 더
욱 다양한 미전도종족의 학생
들이 4년의 학사과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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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미래에 이 땅의 135개 종족을 짊어질 영적 일꾼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시간들
지난 8년간 사역 가운데 있었던 여러 롤러코스터 같
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하
나하나가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계획하시고 저희 가
정에 주신, 가장 값진 사랑의 계획들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열정과 전략, 계획을 의지해 주의 약속을 성취
하려 했던 야곱에게 2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주시
고, 마침내 얍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심을 통
해 오직 주를 바라보도록 하신 주님의 손길이 제 인생
에도 느껴지게 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사역지에 온 지 이제 9년차인데, 야곱처럼 20
년 채우지 않고 빨리 꺾임을 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
난 8년간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내 전략, 내 계획, 내 열정이 아니라, 질그릇 같이 약하
고 부족한 나 자신을 늘 인정하고, 질그릇 가운데에 담
아 주신 값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분의
빛나심만이 제 삶에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살고자 합니
다.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삶이, 앞으로 있을 이곳에서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논단_MZ세대와 선교

메타버스 시대와
선 교
GP MK 신대선

MZ세대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어느 때부터인가 메타버스란 단어가 어딜 가든지 들
릴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이라는 뜻의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열광하는 것일까?
그동안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 보면 힌트를 조
금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PC와 스마트폰이 나온
뒤 우리의 생활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
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다양한
관계 형성과 소통을 즐겨한다. 그 옛날에도 조상들은
배를 만들어서 미지의 다른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했으
니 말이다. 이런 인류에게 디지털은 더 많은 연결을 만

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마치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이 우리의 삶을 이전
에는 상상도 못할정도로 변화를 주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었던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를 일컫는 말)에게 메타버스는 곧 맞이할
전환점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
미지 일수 있다. 누군가는 게임이나 영화 속 캐릭터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곧 사라질 트렌드라며
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류가 연결과 관계를 중심
으로 발전해 온 것을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발
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결의 첫 번째 혁신은 PC였다. 두번째는 랜선 > 온

GLOBAL PARTNERS

17

논단_MZ세대와 선교

카카오맵의 초정밀 버스위치정보

라인 변화를 가져온 모바일 인터넷이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레벨인 세번째 혁신이 될 것이다. 달리
말해 이것은 인터넷과 현실의 경계를 없애 현실의 나
를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
재 특정 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카카오맵의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0cm 간격으로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제공한다. 사물
과 인터넷이 만난 것이다. 이런 서비스들이 다양화되
면 그때는 메타버스 시대가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속에서 교회는 메타버스와 한걸
음 더 가까워졌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교회
에서도 인터넷을 공동체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면서 줌
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일상화하게 되었다. 하
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교인이 감소
하였다. 이런 기술적 인프라가 준비돼 있지 않았던 미
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170년 역사의 교회가 없어지는
일도 있었다. 반대로 사람들이 더 몰리는 곳도 있었는
데 바로 메타버스 공간이다. 물리적 한계로 제한됐던
콘서트는 VR을 비롯한 최신 기술과 접목하면서 수천
만명이 메타버스 콘서트로 몰리기도 했다. 이처럼 MZ
세대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을 메타버스라고 생각한다.
스크린 화면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 사물과 나의
관계만 형성이 되지만 메타버스 온라인 공간은 마치
누군가와 함께 쇼핑을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그리
고 사물의 관계형성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인간의 신
체에 최적화되어있지 않는 스마트폰의 평면적인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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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을 벗어나는 또 다른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즉, ‘메타버스 공간과 현재의 나의 상태
가 동기화되는 미래가 메타버스’라고 정리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사명을 페이스북
에서 메타(meta)로 변경하면서 기업의 정체성을 SNS
플랫폼에서 하드웨어 및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기업으
로 전환했다. 그는 “메타버스로 인해 우리가 사용하는
IT 기기가 바뀐다”라고 말할 만큼 하드웨어개발에도
기업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적으로 가장 먼저 알려진 메타버스 플랫폼은
AR기술과 재미 요소들이 만나 만들어진 ‘Pokemon
Go’가 아닐까 싶다. MZ세대는 이처럼 디지털 기술
과 기존의 캐릭터, 브랜드를 사용하는 IP(지적자산
Intellectual Property), 소소한 재미 요소가 합쳐진 조
합에 환호한다. 그 예로 편의점에서 품절대란을 일으킨
포켓몬 빵과 스타벅스의 굿즈 등이 있다. 정말 별것 아
닌것 같지만 MZ세대는 이전세대와는 달리 가심비(가
격 대비 심리적 만족)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
향이 있다. 이는 과소비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원하는 가치를 경험하는 것에는 아끼지
않고 소비하는 MZ세대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 경
험을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컨텐츠화 하면서 경험
과 커뮤니티에서의 입지를 가치있게 생각한다.
MZ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들어가보면 재밌는 짧은 영상과 사진이 많이 있는데
나의 얼굴로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기도 하고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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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를 씌워 눈코입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던지, 머리
위에 질문이 올라오면 정답을 맞추는 등 정말 창의적

인 영상이 많다. 이들 모두 AR기술이 접목된 필터이다.
사진을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메
라 앱 역시 AR없이는 개발될 수 없었다. AR기술은 현
실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 현실 세계와의 기술적 연결
이 비교적 쉽고 상업적으로 접목하기 쉽다. 이처럼 MZ
세대는 이런 기술을 컨텐츠에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다..
신뢰와 탈중앙화에 기반한 웹3
인터넷은 점점 더 역동적으로 시청각적 즐거움을 가
져다 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디바이스의 변화와 함
께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처음 인터넷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던 20세기
말, 웹1은 야후처럼 텍스트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만 전
달했다. 웹 포털이 발전하면서 이메일, 미디어 스트리
밍, 메신저, 위키피디아 등 양방향 소통과 플랫폼 중심
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것이
웹2 이다.
하지만 웹2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기업들이 만든 플
랫폼을 이용할 때 발생한 데이터가 개인정보 알고리즘
을 이용한 개인 맞춤 마케팅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중앙화된 플랫폼은 데이터가 중앙서버에 집중되
어 있으므로 항상 해커들의 표적이 되는 잠재적인 위험
이 존재한다. 해커들의 공격으로 서버가 다운되면 서비
스 중단은 물론 한번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또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독식하면서
정보의 양극화를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제일
큰 문제는 이들 기업들의 투명성이 떨어져 그 누구도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찰과 사생
활 침해를 내부 고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온라인 플랫
폼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개
인 프라이버시 의식이 강한 서구권에서는 이런 개인정
보를 이용한 비즈니스의 문제를 이미 공론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왜 MZ세대가 프라이버시에 민감해
질 수밖에 없으며, 애플이 개인정보 추적 차단 권한을
유저들에게 주었는지, 메타(페이스북)가 왜 하드웨어에
더 집중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Z세대의 개발자
들은 정보 저장이 분산화된 dAPP(Decentr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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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웹3 라고 부른다. 사실 웹
3라는 키워드는 아직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자체의 가치로 어느 곳을 거치지 않아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웹3으로 부르자는 컨센서스가 주
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의 빅테크 기업들과 플랫폼들도
웹2에서 웹3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웹3로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블록체인 디
지털화폐, 창출한 가치만큼의 공평한 수익을 나누는 블
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탈중앙화된 거래소(DEX)와 탈
중앙화 금융(Defi), 그 핵심에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탈중앙화된 자율조직) 체계
가 있다. 이러한 탈중앙화 정신을 바탕으로 웹3는 발전
되어 가고 있다.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 알아보
기로 하자. 현재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은 정보 자체가
비대칭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이자 혹은 개별적 신용점수 정도의 정보만 알 수있다.
실제로 은행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중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은행직원들의 봉급으로 얼마나 소요되는
지 이런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전부다 비공개인 상태이
다.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고 금융권력이 생기게
된다. MZ세대가 원하는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은 블록
체인과 스마트컨트랙을 이용해서 이 모든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고 금융 권력 자체를 탈중앙화시키려는
노력은 개발자 대부분이 MZ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직도 세계의 인구 중 약 20억 명은 은행 계좌를 하
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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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런 블록체인 지갑은 인터넷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
산을 보관할 수 있는 계좌 역할을 하도록 도와준다. 따
라서 필자는 국가의 장벽 없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
로 금융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MZ세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관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 경제 사이클은 호황기와 침체
기의 사이클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최근 코로나 팬데
믹처럼 경기가 위축되면 국가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자산시장에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유동성 수혈을
받은 경기는 다시 활기를 찾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면서 그 유동성이 인플레이션과 거품을 만들고 은행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
를 인상하게 되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국가
는 파산을 선언하고 이는 경제적 충격을 유발한다. 인
류의 경제는 항상 이런 사이클로 호황과 불황을 겪으며
쳇바퀴 돌듯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사이클은 온전히
기성 세대 중심인 중앙은행의 주도권 안에서 움직여 왔
다. 로마제국의 몰락도 주화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작용
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그 아무리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라도 그 위상이 꺾이기 마련이다.
MZ세대, “월급 절반은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어요”
- CNBC
MZ세대, 40%,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해봤다”
- 매일경제
이처럼 MZ세대들은 디지털 화폐에 관심이 많다. 하지
만 단순히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동만으로 집을
사지 못한다는 박탈감이나 한방을 노리는 것때문만은
아니다. 이제 코인은 MZ세대에게 하나의 문화 그리고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당시 어마어마한 부동산담보 대출
을 가능하게 해준 은행과 보험, 무리한 레버리지를 낀
기업과 투기꾼들이 만든 합작품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불러온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는 은행은 구제해주
었지만 가만히 있다가 경제위기를 맞이한 시민들은 구
제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성장해온 MZ
세대들로서는 중앙화된 자본력에 맞서서 나온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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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탈중앙 정신을 선호할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첫 세대 디지털 화폐로서 의미가 크긴 하
나 사실 단점이 많다. 비싼 전송 수수료, 느린 처리 속도
등 특히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민감한 MZ세대는 채굴을 위해 한 국가와 맞먹는 전력
을 소모하는 비트코인을 마냥 옹호할 수만은 없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개발된 2세대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인 이더리움은 기존의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추가해 개발자들이 자체적인 커뮤니티와 사용
처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를 확장해 나
갈 수 있도록, 마치 오늘날의 윈도우와 같은 OS 소프트
웨어 역할을 한다.
이더리움은 소프트웨어이면서도 자체의 가치가 있어
자체 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는 현존하는 layer 1 프로토
콜(메인넷을 가진 코인)에서는 MZ세대에게 가장 신뢰
받는 디지털 자산이 되었다.
이 스마트 컨트랙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설정한 계약
이 체결되면 변경할 수 없고 모두에게 공개되어 투명
하기 때문이다. 즉 절대적인 집행력을 가지게 되므로
검증기관이나 에스크로 같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아
도 되면서 한결 더 빠르게, 편하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
게 되었다. 이것이 MZ세대가 블록체인을 더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테라-루나 사건처럼 시스템적 취약점이 존재
하기에 아직도 검증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
다. 다만 디지털 자산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눈부신 성
장과 안정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 살아남은 일부 디지털 화폐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
게 될 것이다.
현재만 보더라도 MZ세대가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면
서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것은 송금과 결제방식이 간
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은 MZ세대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서서히 블록체인의 순기
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순기능이란 우크라이
나의 금융 통화망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지만
전 세계로부터 디지털화폐 후원을 받아 전쟁물자를 구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지
원방식이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화를 파괴하려고 미사일
을 쏘아 올릴 때도 우크라이나는 문화자원을 3D 스캔
해 NFT로 보존했다. 파괴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NFT 박물관을 만들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쟁상황에서 블록체인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세상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다.

로 나온 국보 73호가 블록체인 투자 그룹인 Heritage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에게
낙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소유자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디지털화폐로 경매자금이 모였기 때문에 우려
의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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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유물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사용한
NFT 기술은 None-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
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지구에 단 하
나밖에 없는 정품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NFT는 종
류가 다양하고 커뮤니티성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SNS를 사용하면서 캐릭터 이미지의 프로필을 한 주변
사람을 본적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소유한 NFT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 NFT를
프로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프로
필 설명란에 속한 커뮤니티의 몇 번 NFT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MZ세대의 ‘플렉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행동)’수단이 되
기도 했다. 물론 그냥 캐릭터가 귀여워서 프로필로 하
는 사람도 많다. NFT를 소유함으로써 비슷한 관심사
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커뮤니티를 이루게 된다. 필
자도 NFT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특정 주제에 관해
소통하거나 때로는 오프라인 미팅을 가지며 함께 비즈
니스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NFT는 하
나의 커뮤니티이면서 플랫폼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NFT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경제의 모델을 다양화할 수 있게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초 간송미술관의 자금난으로 인해 경매

자료출처 Forbes

DAO는 블록체인상에서 운영되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으로 투표와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그룹의 방향
성을 정하는 그룹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보물
을 DAO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외신들의 관심 역시 상당했다. 우려와는 달리
소유권의 51%를 다시 미술관에게 돌려줌으로써 국보
가 파괴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사전에 방지했고 현재
는 Crayon DAO로 통합되면서 누구나 DAO를 만들 수
있는 DAO as a Service 플랫폼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
다. 현재 Crayon DAO는 국보를 보유할 뿐 아니라 워터
밤 페스티벌, 이날치 등 여러 오프라인 팀들과도 긴밀
한 관계를 갖고 있고 서울과 뉴욕에 DAO멤버들을 위
한 컬쳐스페이스를 만들고 있다. 과거 IT인프라가 오늘
날 우리의 소통의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 준 것처럼 블
록체인을 이용하면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MZ세대
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 지는 과정 중
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기업들도 이런 MZ세대의 소
비 변화에 맞춰 커뮤니티와 브랜드를 연결하면서 기존
의 B2B(Business-to-Business) 유통구조에서 중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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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없앤 D2C (Direct to Customer) 유통 방식으로 전
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 관리가 가능해지고 유
통구조가 간단해지면서 커뮤니티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브랜드의 팬덤효과까지 가미되면서
커뮤니티와 브랜드에 최선을 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MZ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공정한 보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MZ세대들이 이제는 사회에도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전 세대와 다른 MZ세대의 가치관
에 적응해 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1년 SK하이닉
스의 최고 실적달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미치는 성과
급에 반발한 MZ세대의 직원이 3만여명에 이르는 임
직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개적으로 성과급 지급
규모와 불투명한 보상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사건이다. 결국 최회장의 즉각적인 연봉 반납 선언과
사장의 해명문 및 개선 방안 발표, 전격적인 합의를 통
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MZ세대는 그 상
황을 그냥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키
우고 창출한 가치만큼의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
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MZ세대에게 일반화할 순 없
지만 이는 ‘워라벨(Work Life Balance)’를 중요하게 여
기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개인의 삶의 조화를 우선시
하는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
MZ세대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에서의 선교
이런 MZ세대의 특징은 선교적 관점에서도 여러 시
도와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세
대는 컨텐츠에 강하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
로 활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공정한
보상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지만 사실 소소한 것에도 큰 행복을 느낀다.
가장 먼저 문화 사역을 보자. 컨텐츠의 위력은 누구
나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 본 만화가 평
생 추억에 남고 친구들과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 같이
컨텐츠는 창작에도 영감을 주며 또 다른 문화를 만드
는데 기여한다. 컨텐츠와 IP(Internet Protocol) 를 기
반으로 생긴 커뮤니티는 훨씬 강한 공감대로 연결되
어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다. 그것을 한마
디로 ‘팬’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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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가능한 메타버스 시대에 가
장 좋은 문화사역은 플랫폼 안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
를 전달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지만 온라인
에서 수십만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제 아주 크
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모인 곳이 곧 선교지라면 메타버스는 이 시대의 선
교지가 맞다.
아직까지는 우리 삶에서 메타버스가 크게 와닿진 않
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
만 메타버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디바이스가 개
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결국 오늘의 스마트폰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멀지 않은 미
래에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 예상
된다.
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을 넘어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메타버
스 플랫폼의 디지털 공간이 바로 그런 곳이다. 표현하
고 싶은 모든 것을 만들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창의력
을 발휘해 정말 좋은 컨텐츠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
겨 있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것 역시 오늘날
유튜브와 같은 하나의 도구이다.

자료출처 ruronews next 유튜브채널

몸이 불편해 물리적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
게는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성경의 스토리
를 입체적인 시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또한 게임과
같은 재미 요소도 가미하여 커뮤니티에 안착시킬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기독교를 억압
하는 국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와 상반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
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많은 것이 온라인화
된다고 할지라도 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사라
지진 않을 것이다. 배달음식과 식당에서 먹는 음식맛
이 다른 것처럼, 공존하며 그 나름의 역할을 계속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사찰이 산에 위치하는 것과는 달리
교회는 도심속에서 사회와 밀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외부인의 왕래
와 소통이 적어지면서 지역사회와 별개의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교회라는 공
간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개방함으로써 모임 공간이
필요한 커뮤니티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며 지역의 선한
영향력, 온라인 커뮤니티의 허브와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유입시키며 커뮤니티와 교회
가 연결되는 좋은 다리 역할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필자가 NFT 커뮤니티 모임을 교회
에서 진행하며 배운 것이기도 하다.

자료출처 TBS코리아

메타버스의 선교는 BAM (Business As Mission)의
디지털화로도 연결지을 수 있다. 플랫폼안에서 콘텐
츠 제작에 참여하면서 그만큼의 리워드를 받아 오늘날
의 선교후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오늘날의 네이버
와 구글같은 메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직 존재하진
않지만 시나리오와 컨텐츠는 어느 플랫폼에서도 특성
에 맞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선교에 맞
추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따라서 변화와 필요에 따
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선교에서는 다
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선교사가 필요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발자의 몫이다. 간판이 되는 UI (User

Interface) 와 UX (User Experience)를 만드는 프론트
엔드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저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백엔드 개발자 등 기술적 인
프라를 이용해 커뮤니티와 이벤트를 전문적으로 관리
하는 커뮤니티 매니저, 콘텐츠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구상하는 시나리오 작가, 시나리오를 시각화하는 디자
이너,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와 니즈를 감지하고 외부
로부터 사람을 유입시키면서 발생된 데이터를 분석하
는 마케터 등 여러 분야에서 선교사가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외부 프로젝트와 파트너쉽을 맺으며 성장해 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들이 하나의 팀이 되
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며 메타버스에서 커뮤니티 기
반 문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곧 MZ세대의 이상적인
선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런 변화속에서
이들을 메타버스 선교지에 보낼 선교교육기관도 세분
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미 메타버스라
는 필드를 위해 여러 MK들과 MZ세대의 크리스천들
을 메타버스 기업에 포진시켜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선교와 교회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
되어야 한다. 메타버스는 곧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통
해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결
되는 방식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근본
적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 MZ세대를 비롯해 인류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스스로 선택하는 자
율성(Free will),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해 나가는 성취
감(Achievement), 타인과 나의 연결감(Community,
Good communication)-는 MZ세대가 주로 활동하게
될 메타버스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그들이 기
본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특성을 인지
하며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함께 준비하고
대응해 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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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가
바라보는
선교
GP MK 김영채

인도네시아 MK로 자라 최근 GP 브라질 MK 선교훈
련을 받으면서 선교에 대해 새로이 깨우치는 기회를 가
질 수 있었다. 이 시간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
해 다시 깊게 묵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선교
사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선
교 훈련 강의와 함께 MZ세대에 대한 몇 가지 설문조사
를 토대로 ‘MZ세대가 바라보는 선교’와 MZ세대 자체
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하여 나누고자 한다.
선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
MZ세대, 흔히들 요즘 세대라고 불린다. 요즘 아이들
혹은 요즘 세대는 과연 선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다.
과연 선교란 무엇일까? MZ 세대가 바라보는 선교에

24

GP선교회

대해 이야기하기 전, 선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
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다.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
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
해서도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선교학자들이 여러가지로 정의를 내리
고 있다. 예를 들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선교
의 일부분이다(Missio Dei; 요20:21)’’라고 말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선교, 즉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는 확신을 갖고 살며,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산다
면 그것은 선교이다(The Cultural Mandate; 창1:28)’
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혹은 사회 참여 중심으로, ‘사회
적 약자를 도우며 인간의 고통과 악을 없애는 것이 선
교이다’라는 개념도 있는 반면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곤 한다.

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마28:19)’라는 정의도 있다.
이처럼 선교의 의미가 논쟁거리가 되자, 결국 변화하
는 선교 즉, ‘모든 것이 선교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선교는 이것이다’라고 뚜렷하게 정의할 수 없기
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부터는 선교를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정의하도록 했다고 한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1~2세대의 선교는 ‘전방개척
선교’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3세대 선교 또는 미전
도 종족 사역은 지리적으로 먼 곳을 중점으로 두는 것
이 아닌, 종족 단위를 중심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
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선교’
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직
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MZ세대의 선교관
하지만 MZ세대의 선교의 정의는 이것뿐만
이 아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실 때, 혹은 설교를 하실 때, 성도들
을 향해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하시
는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라고 외칠 것
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선교사이며 선교사
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적을 것
같다. 그렇지만 MZ세대들은 다르다. “당신은
선교에 참여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
을 때, 60퍼센트의 청년들이 ‘네!’라고 대답하
며, ‘헌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직
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법과 모양
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육선교를 하며
물질적으로 기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삶
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
다’, ‘단기선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등의 답
변을 해주고 있다. 그들은 이미 저마다 자신
의 진리를 가지고 선교의 정의를 내린다. 그 나
머지 청년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가족의 형편이 어려워
진다’, ‘한국의 삶이 좋다’, ‘먼 곳의 삶이 두렵다’, ‘부르
심을 아직 찾지 못했다’ 등의 이유로 선교를 하고싶지
않거나 고민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선교를 하고싶긴 할까?
과연 MZ 세대들이 선교를 하고싶어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현재 선교지에서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들을 보
면, 그 분들은 선교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을 것이고,
요즘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없이 종이로 만들어진
사전만 들고 언어를 공부하였을 것이며, 후원금 조달도
정말 순조롭지 않았을 시대에 선교지로 향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MZ세대는 빠른 정보화로 어
디를 가나 인터넷이 있으며,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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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선교지로 향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
가는 선교’를 희망하는 MZ세대가 분명 많이 있음에도
현재 파송선교사 현황중 2-30대 선교사가 차지하는 비
율은 8%(2021 한국선교현황, KWMA & KRIM) 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계산되는 선교사는 ‘파송을 받고
단체를 통해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이다.
하지만 나가기를 희망하는 MZ세대 선교사의 위
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서 나가는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단기선교에 자주 참
여했을 것이다. 혹은 그럴 기회는 없었지만 이미 마음
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그들에게 선교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서는 신학공부를 하길 원
하고, 의무적으로 파송교회가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
의 재정 후원이 모금되길 요구한다. 하지만 이 모든 조
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MZ세대의 선교사가 얼마
나 될까? 물론 파송교회가 있다면 기도로 함께 선교하
는 동역자들이 생겨 정말 든든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20-30대가 된, 갓 대학을 졸업한, 혹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파송교회를 찾는 것부터가 큰 숙제일 것
이다. 마음만 가득해서는, 그리고 젊은 열정만을 가지
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베테랑 선교사님의
시행착오와 선교의 씨앗과 열매를 맺는 행보를 배우고
본을 받으며 그에 더해 MZ세대만의 방식으로 선교를
이끌어 가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MZ세대만의 강점과 달란트
MZ세대는 변화하는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문화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또
한 글로벌한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교회개척이 목표가 아닌
선교가 목표라면 그 어느 나라든 어느 자리에서든지
선교사로 살 수 있다. 물론 낙후된 지역으로 간다면 후
원금으로 학교를 세우거나 지역 공동체의 필요를 직접
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 그런 선교사도 분명 필요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반면 어떤 지역에 가서 같은 MZ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열방을 향한 계획을 알게하며, 선교를 동원하는 선교
사도 필요하다. 변화하는 선교의 형태를 현 선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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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교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 준다면 다양
한 모양의 선교로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에 대해 하고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MZ세대
들은 대체로 자신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지 못했
고, 현재의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힘들
어진다고 말한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이 아
니라 선교의 형태를 아직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다. 반면 당당히 자신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선
교하고 있다고 말하는 청년도 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을 수 있으면 좋
겠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지상대명
령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나가는 선교사도 계
속해서 생겨나야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어떤 사
람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선교를 동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
나가는 것만이 선교인 것은 아니다란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신

다. 뿌리는 방식을 제한하지
않으셨다.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혹은 어떤 공동체
이든 예수님을 기억하며 자
신이 작은 예수로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곧 하나
님이 하시는 선교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MZ세대
새로운 형태의 선교란 과
연 무엇일까? 우리는 쏟아지
는 정보 속에서 진실을 구별
해 내야 하는 무분별한 정보
화 시대이자 사랑이 아닌 혐
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정 집단을 주관적으로 비판하며 혐오를 쏟아내거
나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끌려
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하여 곧게 바로 서야 한
다.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
며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유
튜브, 인스타그램, 클럽하우스 등의 소셜미디어 속에
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전파시키는 것도 좋은 방
법이며 현재 제일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
업을 시작한다면, BAM 선교의 일환으로 매달 수익
의 몇 퍼센트를 선교비로 쓰거나 헌금을 할 수도 있
다. 현재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교사들의 사역
을 미디어로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
을 갖도록 동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
은 나가는 선교에서도,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
선교훈련을 통해 배웠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것은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며 전부터 지금
까지 계속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는 것
이다. 필자에게 이 말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다. 아
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작은 믿음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았다. 나를 통해, 또 내
주위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
다. ‘선교해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
님을 위하여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교를 하게 될까? 사실
아직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 자신이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필자를 브라
질로 부르셔서 선교훈련을 받게 하셨고, 언어를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 이제 열심히 언어공부를 하
며 브라질 땅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사
랑을 전하고 싶다.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
들이(한국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선교사
들도) 선교 동원이나 미디어 제작 등 기술적으로 도움
이 필요하다면 내게 있는 달란트를 총 동원해서 도울
것이다.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일을 하는 선교사가
아닌 여러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선교에 조
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동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
두는 이미 선교를 하는 중이며,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
해 선교하고 계신다. MZ세대는 선교지로 나갈 것이며
나가는 과정도 지금까지의 선교사들과는 다른 특별한
케이스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본국이나 다른 국
가에서 생계를 위해 거주하는 MZ세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마음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다. 중요
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내가 나를 선
교사로 생각한다면,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방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당장 내가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을 찾아서 하게 될 것이다. MZ세대 뿐 아니라 모든 세
대가 ‘선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마음 한켠의 짐
이 아닌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며 함께 짊어지고 나가
기를 소원한다. 세상의 변화에 맞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MZ세대들을 응원해주시길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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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종속적 공동체 돌파하기
I국 남조나단 선교사

지난 20여년간 선교사로서 살아오면서 고민한 것들 가운데 지난 3년간 BAM(Business as
Mission)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을 나누려고 한다. 처음 선교지로 나올 때는 BAM이라는 개
념도 몰랐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는 이제 4년차 사업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필요와 선교지 교회
의 필요로 인해 생긴 것이다.
2002년 처음 선교지로 왔을 때 하나님은 내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현지교회의 성도
로 섬기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첫 교회를 개척하였고, 현재는 네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현지인 리더십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교회들이 개척되고 현지인 리더십에 의하
여 교회가 운영이 되어가는 가운데 교회의 자립 문제는 항상 고민이었다.
1. 교회구성원의 경제적 자립 목적
이곳은 5천여년을 이어온 카스트제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 내리고 있다. 특히 카스트는
개인의 직업(성직자, 정치가, 사업가, 기술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는 이런 문화가 더욱
고착화되어 ‘카스트는 직업’이라는 공식(?)이 사회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가운
데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대대로 다
른 사람들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 혼자서 주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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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다. 이러한 교회 구성원들이 독립적인 경제 활
동을 통하여 교회의 자립을 이루는 작은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 BAM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비즈니스 영
역에서 탁월하거나 경험이 있는 것도 좋은 투자자를 만
난 것도 아니었지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새로운 영역
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마음에
서 시작하게 되었다.
2. 개인적 신분 문제의 해결
더불어 BAM은 개인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2002년부터 시작된 선교사의 삶은 주
님의 은혜 가운데 2004년부터 지역 대학교에서 힌디어
문학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과정 입학시험 통과까지
13년동안 학생 비자로 생활하게 하였다. 새로운 비자가
필요하였으나 현지 사정상 다른 대안이 없어 2년여동
안은 단기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때로는 3개월 마다, 때
로는 6개월 마다 비자여행으로 선교지를 떠나는 생활
을 하였다. 현지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장
기 비자가 절실하여 기도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2019년
12월 회사(B**** Textile Privet Limited)를 설립하고 장
기 비즈니스 비자를 받게 되었다. 비자를 받기 위해 서
울의 대사관에서 비자 담당 영사와 인터뷰하면서 ‘당신
도 나의 이력서를 봐서 알겠지만, 나는 사업을 한 경험

이 없는 사람인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현지에
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언어 등 현지 사정에 밝은 것
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비자 기간이 1년이면 불안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하고 설득하여, 사업자등록증
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4년 비자를 받
게 되었다. 때로는 3개월, 때로는 6개월마다 비자 문제
로 다른 나라로 비자 여행을 다니던 내게 4년은 정말
천년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BAM의 일차적인
목표가 이루어진 이후 나는 계속 하나님께 ‘정말 이것
뿐인가요?’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
3. 시민사회 형성을 통한 교회 성장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선교지의 필요와 시대적
인 필요를 보여 주심으로 응답하셨다. 선교지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내게는 사
실 큰 고민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
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돌밭에 뿌려
진 씨앗’과 같은 상태에 그들이 머무른다는 것이다. 개
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
해서는 개인의 믿음의 씨름도 필요하지만, 이것과 함
께 사회적인 환경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
치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공하게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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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중 하나가 개개인이 중세 봉건 장원경제 -시장경
제의 요소가 희박하고 자급자족적 농업경제의 요소가
강했던 8세기에서 12세기경까지 거의 전 유럽에 파급
되었던 농촌의 사회조직인 동시에 영주들의 지배조직중심의 농업 사회가 십자군 전쟁 등의 이유로 무너지
고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 사회가 형성된 것
처럼 말이다. 내가 이해하는 시민 사회는 개인이 자신
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 또한 1884년부터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배출하였지만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하게 된 배경에는 1960년대 산업화로 인해
기존의 농업중심적 가족공동체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에 따른 개인 중심의 시민 사회로 변화한 것도 있다. 이
를 통해 세계 기독교사에서 보기 드문 부흥을 경험한
것이다.
I국 내에서도 북부 산악지방의 기독교 공동체 두 곳
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한 곳은 차(Tea)밭 중심의 큰 농
장에 대대로 소속되어 중세 장원경제와 비슷한 삶을
이어가는 곳이다. 이곳은 교회의 역사도 깊고 적지 않
은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으나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
아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 있다. 하지만 사과 밭을 중심
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큰 농업회사의 농장이 아니라
개개인의 농장 중심으로 시민 사회가 형성되어 어려운
선교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힘차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가운데 아직 내가 섬기고 있는 지역은 농업 중
심의 경제, 신분제도 그리고 철학 등으로 개인이 자신
의 신념을 자신만의 결정에 따르지 못하고 작게는 가
족공동체, 혹은 마을이나 신분 공동체의 결정에 영향
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종속된 삶에서는 개인
에게 경제의 주도권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제조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체
를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오늘 당장, 이 세대에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변화를 시도해야 하므로 마중물의 마
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4. 사업아이템의 발굴과정과 시행착오
사실 처음 시작하고 싶었던 아이템은 양말이었다.
더운 나라에서 무슨 양말이냐고 하시겠지만, 우리 주
의 학생수만 해도 수천만명이다. 학교 가는 학생은 교
복을 입어야 하고 교복을 입으려면 양말을 신어야 한

다. 그런데 이 양말이 아직도 나일론 재질이라 더운 날
씨에 아이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생각해 낸
것이다.
이 사업을 놓고 기도하면서 D시에 가서 양말공장 견
학도 하고 양말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기술자도 만나
보며 기초 자료를 수집하던 중, 2018년 5월에 아내가
2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복합 골절상을 입는 큰 사고가
났다. 급하게 찾아간 병원 응급실에서 X-Ray 사진을 휴
대폰으로 촬영하여 몇몇 기도 그룹에 기도 요청을 하였
는데 이 사진에 찍힌 병원 주소를 보고 마침 이 지역에
출장을 오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근처 갠지
즈강 다리 공사를 하는 현장 컨설팅을 위해 방문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런 시골에 한국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
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셨다. 집사님과 여러 이
야기를 나누던 중에 양말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특별한 안전장구도 없
이 작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건설현장 인부들
을 위한 목장갑을 만드는 것은 어떴느냐고 하셨다. 귀
한 일이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양말이라고 하고
서 헤어졌다. 몇 달이 지난 2019년 여름에 우연히 오토
바이크 운전자들이 여름에 땀에 젖은 손으로 운전하는
것을 보면서 1년 전에 집사님과 장갑에 관해 이야기 나
눈 것이 생각나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회사 등록 절
차까지 시작하여 한국에서 목장갑을 만드는 회사를 방
문하였다. 목장갑 샘플들을 현지로 가져와 오토 바이크
라이더, 자동차 정비소 등으로 다니면서 시장의 반응을
알아 보니 가격이나 시장 반응이 괜찮아 목장갑을 만들
기로 결정을 하였다.
집사님과 의논한 끝에 일단 기계는 한 대를 사서 1년
정도 실제 생산을 하고 난 후 재평가를 하여 기계수를
늘리기로 하고 한국에 있는 장갑 생산 기계 공장을 방
문하였다. 판매 담당자에게 2020년 3월에 한달 일정으
로 공장에 와서 기계 운영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배운
다음 기계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그 공장에서는 한 대
를 일단 사겠다는 저희들의 계획대로는 판매할 수가 없
다고 하였다. 자신들은 기계가 한 대가 되던 두 대가 되
던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기계 한 대를
위해 서비스 기사를 이곳까지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계 가격이 한 대에 천만원을 넘는데 최소
한 50대에서 100대 정도 주문을 해야 판매를 할 수 있
다는 소식을 2020년 2월에 전해 듣고 3월에 한국에 들
어가 더 의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20년 3월 코
로나로 인해 모든 비행기가 취소되어 한국에 들어 갈

GLOBAL PARTNERS

31

GP & BAM

수 없게 되었고, 거래은행에
서도 신용장 개설 업무가 늦
어지면서 목장갑 기계를 사는
일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5. 작은 재봉틀로 첫걸음 떼기
그렇게 코로나가 찾아 오면
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지
침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일상
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 하
나 해결해 나가야 했다. 많은
필요들이 있었지만 제일 급한 것은 마스크였다. N94,
K94같은 정식 규격의 마스크는 고사하고 천 마스크
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고아원 아이들과 교회 식구들
이 사용할 수 있는 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
음엔 백개에서 천개, 다음엔 천개에서 만개의 마스크
를 만들어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전도용품으로 전
도지와 함께 포장을 하여 나누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양말이든 장갑이던 비싼 기계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
닌, 작은 재봉틀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에코 백이었다. 산업 기반
이 전혀 없다시피 한 이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
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도 캔버스 천을 비롯하여 재료를 구하기 위해 일일이
시장 골목 골목을 헤집고 다녀야 했다. 우리 도시에
는 없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천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
까지 다니기도 했다. 포장용 박스 구매가 여의치 않아
지금도 주문이 들어 오면 동네 가게들을 돌아 다니면
서 박스 수집을 하기도 한다. 재료는 발로 뛰며 준비
가 돼서 가방을 만들었는데, 가방에 여러가지 로고나
문양들을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인쇄하려니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급한대로 예전부터 거래하
던 인쇄소에 찾아가 어깨너머로 며칠 배우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더 익혔으나 정확한 배합 비율 등을
알 수가 없어 근 한달 동안 여러 방법으로 시도하여
인쇄하는 법까지 스스로 알아내야 했다.
이렇게 시작된 에코백은 주변 선생님들의 좋은 평
가를 받으면서 교회들과 선교단체에 납품을 하게 되
었고 특히 지난 2021년 12월에는 지피 한국 본부에
1000개의 가방을 납품하기도 했다. 이 자리를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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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 본부에 감사드린다.
2022년 4월에는 우리 가방이
인도 아마존에 입점하는 등
이외에도 다양한 판매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6. BAM을 통한 변화와 소망
저의 이러한 발걸음은 교
회 내에 작은 변화들을 가져
오고 있다. 지금껏 일자리를
찾아 다니던 성도들이 작지만
자신들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직장을 잃고 재취
업을 준비하던 가정은 식료품 소매상을 시작하였고,
건축 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던 분은 아이스크림을 팔
기 시작했다. 또 한 가정은 배달 전문 음식점을 시작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활력
을 가져 오고 있다. 주일날 예배 참석을 걱정하던 사
람들은 더 많은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을 간증하고 있다.
BAM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 선교지에서 20여년의 시간이
지나 많은 것들이 익숙해져 가던 즈음에 비즈니스라
는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내
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존, 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한 B**** Textile Privet Limited에는 작
은 꿈이 있다. 첫째는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끊임 없이 소통하는 것이다. 사업이라는 영역을 통해
지역 사회를 더욱 깊이 알고 이해하며 중보하기를 원
한다. 둘째, 30명의 선교사 가정을 비자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일터가 되어 부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
하기 원한다. 셋째, 300명의 직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일터가 되기를 바란다.
처음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합하여
일터교회를 형성하여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
한다. 마지막으로 30만불의 엔젤펀드를 확보하여 변
화하는 선교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많은 BAM 사역
들을 일으키는데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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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울의 아들’

사라져버린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영역을 상실한 세상의 회복에 대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는 경계선에서 ‘사울’
이 그래도 붙잡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시체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그나마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
더코만도’들의 일상은 죽음과 삶이 혼재된 상태다. 그
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무감각해져 버렸다. 필
요 없는 물건이 마음대로 폐기되듯 인간의 존재도 그
들에게는 마치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는 물건 같은 존
재일 뿐이다. 폐기된 인간의 몸은 덩어리로 취급되어
‘토막’으로 불린다.
수십명이 한 공간에 갇혀 한꺼번에 독가스를 마시
며 죽어가는 비명 소리를 무덤덤하게 벽에 기대어 들
으며 비명소리가 끝나면 다음에 해야할 일만 준비하
는 존더코만도 사울의 얼굴에서는 인간의 감정조차
표백된 것 같다. 영화내내 그의 얼굴에서 기쁨, 슬픔,
분노, 고통의 표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죽음의 독가스 속에서 가쁜 숨소리를 내쉬며 가까

스로 살아난 아이를 희귀한 연구자료로 생각한 의사
가 간단한 검진 후에 아무런 주저 없이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울. 무감각한 그의 감
정속에 뭔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 듯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라 자처하며 사울은 목숨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아이의 시신이 부검되는 것을 막는다. 오직 그 아이의
장례식만을 고집하는 사울의 모습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에게서 삶에 대한 의지나 기회가 무의
미해져 버린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육체의
말로를 무수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에게 인간
은 그저 불살라져 재가 되어 강에 흩뿌려지는 토막과
다름이 없다.
“우린 예전에 죽었어”
자신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불평하는 동료에게
사울이 한 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 버린 사회
에서 인간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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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는 곳에서 과연 인간의 존엄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 사울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엄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으로부터 다시 그 존엄성을 부여받는 수
밖에 없다. 죽은 인간에게 그 길은 제대로 된 장례식밖
에 없는 것이다. 그가 끝까지 그 아이의 시신을 놓치지
않고 신의 대리인이라 생각할 수 있는 랍비를 찾아서
정당하게 그 아이의 장례를 치러주고자 했던 모습에
서 그 이유를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자신에게 남아 있
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무가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습이 제거되고 인간성만이 존재하는 아
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은 죄성을
지닌 존재를 넘어서 죄 그 자체이다. 어떤 인간도 인
간의 존엄을 해할 권리가 없지만 그 곳에선 ‘존더코만
도’라는 그나마 살아있는 인간적 실존에게 조차도 존
엄이 허용되지 않는다.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
지는 상황속에서 “존더코만도”라고 외쳐도 총구는 그
대로 그를 죽음의 구덩이로 밀어 넣는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역이다. 훼손된 인간의 존엄은 인간에게 구할 것이 아
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구할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만이 사라져 버린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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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사울은 자신의 아들의 시신이 인간의 존엄이 말
살된 채 아무렇게나 불구덩이에서 토막이 되어 사라
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랍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
을 통해 제대로 된 장례로 다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
시키기 바라는 것이다.
독일군의 총구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하며 도망하다
가 잠시 숨었던 창고 문밖에 자유롭게 살아있는 한 아
이의 모습을 발견하고서야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미
소가 솟아난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얼핏 인간의 존엄
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교사라 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
라보고 있을까? 한낱 인간이 마치 하나님인양 하나님
의 잣대로 감히 인간을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렵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일 지라도 여전
히 그들은 인간이다.
곽맹렬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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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Korea

GP한국이사회
4월 26일 세곡교회(박의서 이사)에서 GP한국선교회 봄 이사회가 대면/비대면으로 모여 2022년
상반기의 인사/ 재정 등 중요 안건들을 처리하였다.

어버이날 선물 발송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한국에 계시는 250명의 선교사 부모님들께 구운 계란, 생강편, 마스크 등으
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발송하였다.
본부 지하 세미나실 리모델링
장지교회(홍승영 이사)의 섬김으로 GP한국본부 지하 세미나실을 리모델링하였다. 어려운 시기에 마
음과 정성을 모아주신 장지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

리더십 포커싱 세미나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GP와 합신 선교부, 빌리온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림교회
에서 리더십 포커싱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한국이사회 리트릿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한국이사회 리트릿이 제주에서 진행되어 이사 부부 3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 동정
파송 : 박말용/허민자가 9월 4일 이루는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리고 T국으로 파송되었다.
사임 : 소나무/언덕(T2국), 송진/이화자(태국)선교사.

한국이사회 리트릿

어버이날 선물발송

GP USA

제3차 GP USA 행복한 동행
제3차 GP USA행복한 동행이 3월29일부터 30일까지 Zoom미팅으로 선교사와 이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부 Reorientation
본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Re-Orientation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시간을 통
해 선교사는 선교지 상황과 어려움을 본부와 나누고, 본부의 행정지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교육
을 받게되며, 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교육을 받게된다. 이를 통해 본부에 대한 바램과 건의사항 등
도 수렴하게 된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차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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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이사회
5월9일부터 11일까지 버지니아 휄로쉽교회 (현지용 목사)에서 9명의 이사들과 변한나 선교사가 옵
저버로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COET 사역보고, 디아스포
라 선교사, 비거주 선교사들의 사역 등을 논의하였다.
노트북 컴퓨터 후원
본부에서는 260대의 노트북 컴퓨터와 10여대의 프로젝터를 후원받아 선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사
역을 위해 배분하였다. 이를 위해 수고해주신 이석 집사께 감사드린다.
KWMC 참석 및 부스 운영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 제9차 세계 한인 선교사대회에 참석하여 GP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선교 관심자와 헌신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선교사 파송
김정태&김경숙 선교사(인도네시아) 파송예배가 8월7일 아리조나 새생명장로교회 (이성재 목사담
임)에서 드려졌다.

GP홍보 부스 운영

선교사 파송

GP Brazil

GP MK 결혼식
지난 7월 2일 김성순 MK(GP Brazil)와 김영채
MK(GP Korea)의 결혼식이 있었다. GP내 MK
커플 1호로 GP선교사들의 뜨거운 관심과 축하
를 받았으며 이들 부부는 브라질 선교사로 임
명되었다.
64차 이사회
GP-Brazil 64차 이사회가 리오 데 자네이루 께이
마두 교회 목회팀이 참관한 가운데 개최되어 여
러 의제를 논의, 결정하였다.

인력자원 & 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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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이사회

이희은 선교사가 4월부터 국제훈련 스텝으로, 전은표 선교사가 인력자원 동원을 위한 한국 코디
네이터로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
수습사원 국제훈련이 태국 현장에서 한달간 진행되었고, K국에서 2주간 해외 필드 트립을 가진 후
8월 19일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GP선교사
태국

GP Korea 지역별 선교사 명단(가나다 순)

C국
김야곱
김요한/이진
박주용/이주영
신장/김세라
심부름/조이스
양희석
함마태/레베카

신학교
주일학교
훈련원/지도자훈련
지역리더/신학교/교회개척
본국
연구소
의료/QT+문서/소수민족+교회건축/
교육/교수/미주GBC방송국 특파원

하나)990-194763-524
하나)990-090819-365
하나)990-090819-116
하나)990-090819-237
하나)990-090818-886
하나)990-090819-803
하나)990-090819-123

교회/출판

하나)990-194764-042

도한성/한수현
민윤기/안은자

박선진/최정화
서문주
윤제연/김우순
이원석/박영애

HC
서정원/진영

구충회/최영이
곽맹렬/나영혜
김주형/하석미
김정웅/이순교

하태민/신정연
한준수/이옥희

만나교회/키즈클럽
겨자씨센터/교회/교육
깐짜나부리교회개척
촌부리선교센터/촌부리팔복교회/
복지장학/목회자훈련
커피 비즈니스
어린이지도자훈련(CMT)/
ETI Education Center/교회/
한국어교수
교회개척/대학생
청년/미술치료상담
Joshua Center/교회개척
지역리더/방콕프라까루나교회/
에벤에셀 기숙사/교육
교회개척/터닝포인트센터/
현지인교회 사역자협력
카렌족/태국인교회개척

하나)990-194763-976
하나)990-090820-104
하나)990-194763-823
하나)990-090818-498

교육/주일학교/신학교
지역리더/말씀/교회개척/
신학교/순회지방전도집회
센터/도서관/교회
교회개척

하나)990-090820-175
하나)990-090818-780

장애인 교육/복지
한국어교사/양육/캠퍼스
IT 센터
신학교/문서
축구
태권도
농장

하나)990-090820-660
하나)990-090819-291
하나)990-090820-781
하나)990-090818-741
하나)990-090820-684
하나)990-090819-397
하나)990-194764-188

지역리더/학교운영
공동체/마을개발및예배

하나)990-090819-034
하나)990-090820-645

한국어/제자양육
고아원/아가페교회
교회개척/훈련원/NGO
교육/교회
교회개척/훈련원
언어훈련

하나)990-090820-264
하나)990-090819-899
하나)990-090819-194
하나)990-090820-887
하나)990-194764-117
하나)990-194764-149

교회협력

하나)990-090820-710

교회/신학교/목회자 아카데미
학원문화/교회
지역리더/필리피노선교사훈련원/
교회/카이로스
화인교회

하나)990-090820-403
하나)990-090819-059
하나)990-090818-612

하나)990-090819-601
하나)990-090818-854

하나)990-090818-531
하나)990-090819-251
하나)990-090818-847
하나)990-090819-511
하나)990-090818-765
하나)990-090818-929

일본
김동식(김송)
정미숙(정은미)
노학희/계은화
민수식/김난영
박수민/송수아
서진/오은하
임엘리야/임사라
임종수/김말선
최주석/이민영
이현욱
장상기/강소영

일본교회협력/언어훈련
디아스포라
교회개척/제자양육/신학교
지역리더/교회/문화/
Tokyo Academy
교회개척/디아스포라/학교
일본교회협력/디아스포라/교회개척
교회/한국어교실/음악교실/조선학교
교회/일본어설교/티칭
언어훈련/디아스포라협력
문화

하나)990-090818-808

대만교회협력
교회개척/제자양육
언어훈련/협력

하나)990-090820-831
하나)990-090820-823
하나)990-194763-500

지역리더/한인디아스포라교회/
교회개척/현지인교회협력/장학
선교훈련/음악신학교/
바이블아카데미/NGO/음악학원
대학생제자/교회개척
한국어
언어훈련
대학/교수
신학교/선교사훈련/리더십훈련
선교행정연구소
언어훈련

하나)990-090819-002

교회협력/찬양
대학교수
프놈펜좋은학교
현지인지도자양육
교회/반주자 양성

하나)990-090820-474
하나)990-090820-151
하나)990-090820-798
하나)990-090820-257
하나)990-090818-968

하나)990-194763-613
하나)990-090819-326
하나)990-090818-951
하나)990-090818-943
하나)990-090819-536
하나)990-090819-575
하나)990-090820-677
하나)990-194764-171
하나)990-194764-074

대만
김이삭/김진경
장승훈/한은정
정한/정민

V국
박순종/정은혜
성결/양선
윤이삭/백리브가
이땅/강물
이미로
이사야/김사라
임도마/최화평
정하늘/김소망

하나)990-090819-155
하나)990-090819-358
하나)990-090819-931
하나)990-194763-855
하나)990-090818-669
하나)990-090818-772
하나)990-194763-710

캄보디아
김석/이영자
이승희/김현숙
장혁재/허승희
정정미
황요한/조아라

M2국
신성/김현
육대주/이연수
이재희/김경희
전진영/이문영

하나)990-090819-551
하나)990-090819-131

L국
김복만/이복길
김창현
백부장/제실
안드레/김죠이
이병목/장혜진
정재형/정봉숙
조나단/박사랑

N국
진실로/오시네
최재원/이양수

I2 국
김성자
남조나단/마리아
손미애
조융/송화숙
이미경
김애니

S1
최미선

필리핀
김명식/정지은
문권익/조성임
원인규/편미선
이윤주/강성현

하나)990-090820-524

S2 국

M1국
남택수/김성애
민경찬/하현숙
박상배/이현숙
박택수/김소연
안익상/이난영
이상준/김영미
진토롱/한루디아

CTC/신학교/지도자훈련
중국인 목장
미전도종족개척/중보기도네트워크
MBB가정교회/대학생기숙사/
한국어교수/개인전도
BAM/한국어강의/상담
스포츠/공동체훈련
M족 관계전도/대화식 전도
기도운동/지하교회

하나)990-090818-982
하나)990-090820-499
하나)990-090818-594
하나)990-090818-758

통일부 사)Global Blessing대표
호주 밀알선교회 민족장애연구소장

하나)990-090819-073

미전도종족/지역사회개발
어린이 전문사역자훈련
어린이 청소년 전도 및 양육/미디어
미전도종족/YouTube 채널설교/
설교 및 동원
지역리더
STT-BASOM신학대학교운영 및 교수
현지인 지도자양성/바다 종족 공부방
미전도종족코디네이터
대학생성경읽기/유치원/초등학교
성경읽기출판/교육/긍휼
강의/현지인교회협력/긍휼/순다족
비즈니스
한국어/방과후 마을/말씀
번역 및 출판/1대1결연
교회개척/교육/기도입양운동
월간 성경읽기책 보급/현지선교사 파송
한국문화원/한국어교육
그룹홈/T4T셀교회개척
종일반/유치원/초등학교
장학후원/번역출판
교육/십자가보급
기숙사/신학교교수/유치원
A종족/한국어/주일학교
언어훈련
대학교수

하나)990-090819-811
하나)990-090818-726

하나)990-090819-162
하나)990-090820-339
하나)990-090819-714

인도네시아
권순풍/김열매
김도예
김병선/홍은희
김영숙

김은석/김선옥
김재우/김연희
김한섭/김영임
김화수
나그네/본향
박상준/이숙영
안성원/조은숙
안영란
양성연/이미금
이승숙
전영욱/권재익
한옥희
홍시안
최권진/정동혜
신형환/이소옥

하나)990-090818-509

언어훈련

하나)990-090819-543

교회협력
교회/한인유학생/문화
지역리더/러시아복음주의신학교/
교회개척
교수

하나)990-194763-517
하나)990-090818-822
하나)990-090818-587

러시아계 유대인/마약치유센터
마약치유센터/유대인교회개척
성경통독/화인교회 개척
러시아계 유대인
언어훈련

하나)990-090819-081
하나)990-090819-590
하나)990-090819-689
하나)990-090818-797
하나)990-194763-831

난민/빈민

하나)990-194764-050

현지교회/다민족교회/문서번역

하나)990-090819-283

NGO/문화
언어훈련

하나)990-090819-486
하나)990-194764-099

문화

하나)990-194764-195

교회협력

하나)990-194764-213

교회협력
지역리더/교회/두란노신학교

하나)990-194764-100
하나)990-090819-010

쉐어하우스
교회개척및협력/문맹퇴치/전도
교회개척/인디언

하나)990-194763-645
하나)990-090819-276
하나)990-090819-041

제자양육

하나)990-090819-170

교회개척
교회개척/유치원/기독예술학교/
제자양육/ 신학교
교회개척

하나)990-090820-353
하나)990-090818-605

러시아
고석부
박동국/유미경
조동석/곽수희
김슬기

호주
이민교/이미라
정영화

임승현/박진영

하나)990-194764-067

I국
김선복/이한나
김영현/황혜영
박에스라/이한나
장이삭/정인나
제이/라엘

L2국
박희창

하나)990-090818-651

K1국
하나)990-090820-111
하나)990-090820-168
하나)990-090820-652
하나)990-090818-570
하나)990-194763-741
하나)990-090819-187

박은곤/조마리나

K2국
장데이빗/채이리나
윤덕기/송현영

하나)990-090818-516

프랑스

하나)990-194763-734
하나)990-194763-660
하나)990-090818-893

조지아

하나)990-090820-296
하나)990-090818-562
하나)990-090819-529
하나)990-194764-206
하나)990-194764-221

최병길/오인애

김원구/임영심

아르헨티나
김우진/박경희
황연규/박진희

멕시코
T1국
김생명/최나무
김요셉/서헬렌
엄다윗/윤아비가일
이바란/김보배
안바울/박조디
하갈렙/최사라
홍알리/손하리
이우리

교육센터/제자양육
TEE/현지교회/신학교강의
제자양육
한국어강의/현지교회협력
난민구제및교육/현지교회
지역리더/현지교회/신학교강의
한국어강의/현지교회협력
현지교회협력/한국어강의

하나)990-090819-835
하나)990-090818-676
하나)990-090819-422
하나)990-090820-870
하나)990-194763-816
하나)990-090818-861
하나)990-194763-638
하나)990-194764-035

김은진
이승훈/김정은
허익현/김영중

브라질
정민규/정수정

파라과이
손경수/임미애
정금태/이복래

T2국
정아론/최올리비아

한국어및음악교육/제자양육

하나)990-090820-378

하홍석/조인혜

하나)990-090819-900

모잠비크
이상범

몽골
교회/학교/신학교

하나)990-090819-924

제자양육/문화예술

하나)990-194763-862

캠퍼스

하나)990-194763-809

의료/전도/교회협력
영어교사
제자훈련/교회협력

하나)990-090819-792

영어교수/현지지도자훈련

하나)990-194763-556

미전도종족/목회자재훈련
캠퍼스/제자훈련

하나)990-090819-739

의료/어린이/학교

하나)990-194763-606

영어성경공부/Global Hope
영어교사
미전도지역복음화/교회개척

하나)990-090819-148
하나)990-194763-944
하나)990-194763-563

바이블타임/현지교회협력

하나)990-090819-380

캠퍼스/부부/어린이

하나)990-090819-657

BAM

하나)990-090820-218

BAM/제자훈련
언어연수

하나)990-090819-066

난민

하나)990-090820-289

일본

에스와티니
루이스/조이

썬/샤인

김미숙
유에스더
함제임스/함린다

하나)990-090819-664

탄자니아
임수형/홍혜경

방과후센터

하나)990-194763-727

대만
아굴라/브리스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원준/유해숙
조동현/신한나

신학교/제자훈련/교회개척
초등학교/흑인마을 교회개척

하나)990-090819-671
하나)990-090819-220

V국
조영문/조금심
변프랭크/변세라

한국
강태진/현혜영
김명호/홍복표
김청해/임하리
김혁수/최다니엘라
김형철/박인숙
김휴성/이나영
신성복/김봉연
이병호/최형진
이빌립/이룻
이요한/김사라
이영선
이용웅/백운화
전은표
조영주/전연주
최건웅

이주민
한글교육/교회/본국
중국인유학생
이주민
이주민
교회개척/신학교/영상,찬양전도집회

하나)990-194763-677
하나)990-090820-571
하나)990-090819-027
하나)990-090819-721
하나)990-090820-314
하나)990-090819-098
하나)990-090820-710
안식년
하나)990-090819-582
영성훈련원
하나)990-090818-691
전주국제상호문화연구소/M사역 훈련/동원 하나)990-090818-830
KWMA
하나)990-194764-028
태국이주민
하나)990-090818-719
카이로스
하나)990-090820-190
본국
하나)990-090819-828
NGO협력
하나)990-194763-549

황순현/황현주

태국
김바울/김은정
김칠백/홍은옥
이노웅/이은아

M2국
정시나

N국
최동욱/최향숙

한국본부
김동건/배영혜
김재복/손태숙
사무엘/에스더
이현영
주희경
옥토/조은샘

캄보디아

GP Korea 대표
훈련동원
섬김기도
출판
MK
다잇소/멤버케어

하나)990-090818-990
하나)990-194764-011
하나)990-090820-182
하나)990-090818-911
하나)990-090819-625
하나)990-090819-447

M1국
권태산/심청수

T2국
윤요셉/윤마리아
박우리/박모두

인력개발&연구개발원
박종승/강병옥
경의영/양희윤
이희은

인력자원&연구개발원장
인력자원&연구개발원 부원장
MK훈련/싱글선교사케어

하나)990-090818-733
하나)990-090820-773
하나)990-090819-341

독 일
이축복

러시아
김홍장/김윤덕

제자훈련/아버지학교/목회자 훈련

GP USA 지역별 선교사 명단 (가나다순)

J2국
C지역
변한나
이다윗/이안나
이반석/정한샘
이전세/이화평
최명식

김현수/고봉주
영어교육
교회개척
긍휼/복지후생사역
지도자훈련
음악

하나)990-090819-504
하나)990-090818-683
하나)990-090819-696
하나)990-090818-975
하나)990-194763-773

BAM

K2국
호세아/그사랑
이김/참빛

BAM
제자훈련

하나)990-090820-517
하나)990-194763-684

멕시코
박기훈/김혜원
박영완/정기영

이사라
전재철/전순혜
지용한/지경애

성경공부(Coffee Break)/청소년
교회개척및목회/교사강습회/
청소년리더쉽훈련/목회자세미나
신학교및교수
교회개척/구제/히브리어강의
지도자양육/구제
학교사역

하나)990-090820-271
하나)990-090818-620

하나)990-090818-808
하나)990-090819-746
하나)990-090820-766

VISA준비 중

하나)990-090820-595

아르헨티나
Brian

신학교교수/교회개척/출판

브라질
신학교/현지교회 선교동원
언어연수/미자립교회지원

하나)990-090819-269

어린이/제자훈련/가정교회

하나)990-090820-346

페루
장인성/장에스더

인도
Bienvenida

브라질
이영대/이애림
이경승/정다운

GP Brazil 지역별 선교사 명단

Jong Song Chi/ 교회개척
Sung Nam Lee
Shin Young Kim
교육/비즈니스/BAM

하나)990-194763-951

파라과이
Jeoung Ho Kim/ 한인교회
Eun Kyung Kim

하나)990-090820-613

과테말라
신동훈
최남용/최형미

학교/의료
신학교/국제학교교사

하나)990-090819-778

Jong Tae Hwang/ 비즈니스/BAM/동원/청소년제자훈련 하나)990-090820-588
Ah Rum Kim
Ronal
교회/라디오방송/신학교교수
Hee Young Kim
문화/비즈니스/BAM
하나)990-194763-969

탄자니아
최재명/방경순

신학교/제자훈련/교회개척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성수/권희숙
허창식/허상분

교회사역/학교(공동생활)
교회개척/유치원/신학교/
제자훈련(전도폭발)

페루

하나)990-090819-640

Benicio/Margarida 목회자재교육/교회개척/리더교육/
사회복지

카메룬
Titian/Adriana

미주본부
배선호/배아일린
강영훈/강신애

GP USA 대표
GP USA 총무

교회개척/교육

하나)990-090819-461
하나)990-090819-632

브라질본부
김선웅/김혜란

미국
김숭봉/유영선
박에스더
이은무/박대련
정광성
조용중/최경련

수습 선교사
김정태/김경숙
이경희

IGP/Sicap
신학교교수/지도자양성/유학생
GCU대학 Director
ETI
KWMC/Global Hope

하나)990-090818-701
하나)990-090818-879
하나)990-090818-481
하나)990-090818-548

수습 선교사
cecília
Jessica
Anderson
Lana Kim
Glory Kim
André Kim
Naiara

GP Brazil대표/유치원/교회/지역개발 하나)990-090818-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