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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을 주시는

하나님(막7:24-30)
김동건 (GP 한국 선교회 대표)

사역에 지친 예수님이 몰래 쉬고 싶으셨나 보다(24절). 그때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제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우리 애들 먼저
먹여야 된다. 개들(dogs)에게 줄 여유가 없다.” 요즘 말로 그 여자는 개망신을 당한 셈이다. 그
런데 그 여자의 대답이 놀랍다. “주님, 인제는 개밥 주실 차례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깜짝 놀
라시며,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다(마15:28). 그리고 그 딸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굴욕을 잘 견디지 못한다. 망신당할 것 같은 일은 극구 사양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어
느덧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
앗김을 당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행8:32-33)
선교의 첫 열매인 에티오피아 내시, 그가 빌립에게 해석을 부탁한 성경구절(이사야53:7,8)이다.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굴욕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다. 복음은 굴욕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선교(사)의 삶도 굴욕의 삶이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은 시집살이만 두
고 한 말이 아니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밟힌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계속 이 길을
걷는 것은, 고비마다 ‘기적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는가? 기독교는 ‘○독교’라는 엄청난 욕을 듣고 있으며, 코로나시대에 교
회는 혐오와 의혹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선교헌신자들이 물밀 듯 선교단체로 몰려
오던 화려한 시절도 끝이 난 듯 보인다. 유럽교회의 몰락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노년의 선교사들만 남아 사역지를 추스르고 있는 유럽선교단체들의 길을 우리도 걷게
되는 걸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여기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 어머니에게서 길을 찾는다. 지금의 모든
굴욕은 접어놓고, 계속해서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개밥이라도 주세요!”
라고 끈질기게 매달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2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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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Who
Humiliates (Mark 7:24-30)
DongGeon Kim (GP Korea National Director)

Weary from ministering to others, Jesus may have wanted to rest privately (vs. 24). However, a Gentile
woman approached Jesus with her request, “Please drive the demons out of my daughter!” In response,
Jesus said to the woman, “I have to feed my children first. I can't afford to give it to the dogs". In today’s
expression, the woman was publicly insulted. Despite of this, the Gentile woman's answer was surprising.
Her reply, in today's language, would have been "Lord, now it is the time to feed the dogs.” In response to
this bold gesture, Jesus praised her for great faith (Matthew 15:28) and the Gentile woman's daughter was
healed (vs. 22-28).
We, as believers, do not bear humiliation well. Often, we refuse to do anything that might cause
embarrassment. Perhaps that may be one of the reason why many believers do not want to take our cross;
we do not want to face crucifixion.
"He was led like a sheep to the slaughter, and as a lamb before the shearer is silent, so he did not open his
mouth. In his humiliation he was deprived of justice.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s?" (Acts 8:32-33)
This is the Bible verse where the Ethiopian eunuch, the first fruit of Christian mission, asked Philip for an
interpretation (Isaiah 53:7,8). This is a prophecy about the humiliation of Jesus, the Son of God. The gospel
shines the most in humiliation. The missionary life is also a life of humiliation. The Korean saying, "Three
years of deafness, three years of being muted, and three years of blindness" are not just descriptive for in
law pressure. As missionaries, we are struck here and stepped over there. Nevertheless, the reason we
continue to walk this path without losing heart is that there are souls to be brought to the Lord miraculously
in our most critical moments.
Are the good times over now? As of late, Christianity appears to be receiving tremendous disparagement,
and it may seem that the church is being regarded as an object of scorn and suspicion during the time of
COVID-19. The splendid days when missionary applicants would flood mission agencies seem to have
ceased. Should we accept that our fate has mirrored the decline of the European church? Will we walk the
path that European mission agencies have faced, where elderly missionaries barely manage to remain in
their mission fields?
No, I disagree. I find my answer from the sayings of the Phoenician mother from Syria. If we put all
humiliation aside and continue to embrace a lost soul, saying "Lord, save this child, even the dog's food
I want!" and if we stick to Jesus persistently, I believe that we will be able to re-experience the history of
recovery and revival.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Mark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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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eus que
humilha (Mc 7:24-30)
DongGeon Kim(Diretor Nacional da GP Coréia)

Jesus, exausto pelo ministério, queria descansar sem que ninguém soubesse (v. 24). Foi então que uma
mulher gentia foi até a Jesus e disse: “Por favor, expulse os demônios da minha filha!” Então disse Jesus
à mulher: “Deixe que primeiro os filhos comam até se fartar; pois não é correto tirar o pão dos filhos e
lançá-lo aos cachorrinhos”. Diziam que essa mulher era condenada. Apesar disso, a resposta da mulher
foi supreendente:“Sim, Senhor, mas até os cachorrinhos, debaixo da mesa, comem das migalhas das
crianças”.Com a resposta, Jesus exclamou: “Mulher, grande é a sua fé! Seja conforme você deseja”. E
naquele mesmo instante a sua filha foi curada (Mt 15:28).
Nós não encaramos bem a humilhação. Recusamos a fazer qualquer coisa que pareça constrangedora.
Talvez seja por isso que não construímos a nossa cruz, e tentamos não ser crucificados.
“Ele foi levado como ovelha para o matadouro, e como cordeiro mudo diante do tosquiador, ele não abriu a
sua boca. Em sua humilhação foi privado de justiça. Quem pode falar dos seus descendentes? Pois a sua
vida foi tirada da terra”. (At 8:32-33)
Essa é a passagem da escritura que o eunuco, o primeiro fruto da missão, pediu a Filipe para que
interpretasse (Is 53:7-8) É a profecia da humilhação de Jesus, filho de Deus.
O evangelho brilha mais na humilhação. A vida missionária também é uma vida de humilhação. 3 anos de
surdez, 3 anos de mudez, 3 anos de cegueira, estas não foram palavras feitas apenas para o casamento.
Bata aqui e pise ali.
No entanto, a razão pela qual continuamos a trilhar este caminho sem desanimar é que há almas que
retornam ao Senhor "milagrosamente" em cada esquina.
Será que os bons tempos acabaram? O Cristianismo vem recebendo ofensas nessa era de pandemia,
sendo odiado por muitos.
Parece que os dias esplêndidos em que os devotos missionários se aglomeravam em organizações
missionárias chegaram ao fim. Devemos ser forçados a aceitar a queda da igreja europeia? Estaremos
também trilhando o caminho das agências missionárias europeias, onde restam apenas antigos
missionários em seu ministério?
Não. Não pode ser assim. Busquemos caminhos alternativos, assim como fez essa mãe. Deixando agora
toda a humilhação de lado, se formos capazes de dar uma resposta à altura daquela mãe ao abraçarmos a
alma de uma criança, seremos capazes de experimentar uma história de recuperação e avivamento.
“Por causa desta resposta, você pode ir; o demônio já saiu da sua filha” (v.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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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플랫폼으로 나아갑니다"
미주 GP 신임대표 배선호 선교사

Q. 먼저 차기 대표로 임명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선교사님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저는 1973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대학과 병역을 마쳤습니다. 2002년에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
며 미국의 Fuller 신학교에 유학을 오게 되어 LA 근교의 파사데나라는 곳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님은 교회를 섬기시던 사찰집사였습니다. 교회 안에 저희 집이 있어서 저는 주일
이면 교회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도 곧잘 해서 상도 받았지만 아직 예
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한 채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주일학교 선생님과 함께 예수전도단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들은 말씀은 솔직히 교회에서 자라난 저에게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복음
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날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중 성령께서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
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다
른 사람이 아닌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저를 위해 죽어 주신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부
터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함에 눈물이 나고 교회 공과가 없어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
교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제 삶을 바꾸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Q. 선교사로서 부르심의 과정과 어떻게 GP를 통해서 파송을 받게 되셨는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A. 선교의 부르심은 고등학교 시절에 받았습니다. 고1때 참석했던 한 예배에 C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C국에 선교
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 그걸 듣자 저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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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부르심에 손을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
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
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며 그 나라에 관한 신문내용을 스
크랩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전공을 선택할 때도 자
연스럽게 그 나라의 언어와 문학을 전공을 하게 되
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비록 학생의 신분이
었지만 빨리 C국의 사람들을 만나 섬기고 싶었습
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에서 온누리 교회의 C국 예
배를 찾아 찬양인도, 통역, 성경공부 인도 등을 시
작했습니다. C국 어문선교회와 YWAM 대학부의 C
국 중보기도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C국 선교사가 되는지 가르쳐 주는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분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읽게 된 허드슨 테
일러의 전기는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가야 할지 저
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도와
줄 선교사님이 없으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나의 멘토’라고 생각하고 그의 전기를 가지고 다니
며 믿음의 선교, 그의 언어 준비에 대한 열정 등을
배우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C국에서 한국어
를 가르치는 단기사역과 이스라엘에서 디아스포라
C국인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C국
에서 1년을 머물며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당시는 제
가 몸 담았던 학교의 보안문제로 인해 복음을 전하
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갈증을 풀어주
었던 곳이 이스라엘의 C국인 사역이었습니다. 당
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C국 사람들이 건축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정착촌을 만드는 일
을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의 너무나
열악한 환경 아래 지내서인지 제가 함께 C국어로
기타를 치며 찬양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
습니다. 거의 매일 밤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님을 영접하고 함께 성경공부를 했는데 정말 환상
같이 느껴질 정도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후 2002년에 미국 Fuller 신
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공부하게 되었습니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중 아내와 결혼하고 졸업
과 목사 안수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C 국으로 떠

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단체를
정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대만계 미국인인
아내를 생각해서 당시 제가 속한 미국교단 선교회
와 서양 선교단체들을 알아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
다. 그때 제가 섬기던 베다니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
이신 방수민 목사님의 소개로 GP 선교회를 소개받
게 되었습니다. 당시 GP 미주 대표로 섬기시던 백
운영 선교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저희 부
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저
희를 맞아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 선교단체를 놓고 기도하던 중 GP 선교회로
오게된 데에는 저희가 꿈꾸던 C 국에서의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당시 GP리더들
의 격려가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선배 선교사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교현장 상황, 현지인
들의 자립사역을 목표로 하는 GP의 사명선언 등도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그
러나 무엇보다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대만계 미국
인이었던 아내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GP USA는
Global Partners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찾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아내의 삼
촌과 사촌들 중에는 목회자와 선교사인 분들도 많
은데 그분들은 저희가 GP를 통해 파송 받는 것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 사회는 소통이 중요
한데 과연 아내가 한국인이 대부분인 환경에서 어
떻게 편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갈 수 있을지를 염려
하셨지요. 그분들로서는 사실 당연한 염려였습니
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아내는 철
저히 저를 신뢰해 주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지금도
참 감사하지요. 선교지에서도 많은 선배 선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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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아내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선교
사들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도 아내가 있을 때면
아내를 배려하여 현지어를 사용해 주셨던 많은 선
배 선교사님들께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 아내 아일린 선교사님은 아주 어려서 부모님을 따
라 대만에서 이민 온 대만계 미국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셨고 결혼과 선교
의 동역까지 이루어졌는지 나누어주세요.
A. 이스라엘 단기사역을 마치고 잠시 한국에 귀국했
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열렸
던 YWAM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
습니다. 아내는 미국에서 와서 이 훈련에 참여했는
데 훈련생 중에 아내와 저만 중국어를 할 수 있어
서 저는 아내와 대화할 때면 부족한 영어를 중국어
로 메꿔 가며 대화했습니다. 당시 제자훈련은 주
중에 이루어 졌고 주말에는 개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저는 주말 시간을 이용해 전에 사역했던
C국 노동자 캠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에게도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아내도 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제가 그
들을 방문할 때 함께 가보고 싶다는 뜻을 비춰 왔
습니다.
선뜻 함께 가보자고 허락은 했지만 너무도 열악했
던 노동자들의 환경에 미국에서 자란 아내가 어떻
게 느낄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아내와 함께 캠프를 방문했을 때 아내는 너무도 정
성스럽게 그곳 사람들을 대해 주었고, 말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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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런 아내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고 감사했
습니다. 물론 그곳의 형제들도 아내를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제가 함께 캠프를 방문
할 기회가 많아 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지
게 되었고 훈련이 끝나고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생각
하게 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께
서 소천하시면서 저는 미국으로 유학가려던 계획
을 중단하고 당시 충격이 크셨던 어머니를 도와 3
년간 식료품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3년의
시간동안 아내와 저는 전화통화와 이메일로 한국
과 미국사이에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떨
어져 있기에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졌던 것 같습
니다. 결국 2002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아내와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학원 과정
중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때부터 무슬림 사역에 마음을 두
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많이 있던 제자훈련을 뒤로
하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자 훈련을 받기 원
했던 것도 무슬림 사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
다. 그랬던 아내가 저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사역
방향을 전환하여 C국의 캠퍼스 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아내에게 이것은 사역 대상을 전환하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빚진 마
음이 있고 아내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무슬림 사역
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Q. 두 분의 결혼까지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간섭하
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모님은 어떠한 기
대를 가지고 본부 사역에 임하고 계시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A. (이하 아일린 선교사 대답) 먼저 GP USA의 가족이
된 것을 축복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
으로 GP 내의 미래 사역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창
의적인 사역들에 집중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대
만계 미국인이라는 저의 배경이 GP USA 커뮤니티
의 모든 사람들, 한국인뿐 아니라 비한국인 모두가
우리의 공동 목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함께 협
력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되기를 소
망합니다. 저는 영어권의 젊은 세대 선교사들이 그

인/터/뷰
들의 사역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고 격
려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아시아계 미
국인 현장 사역자들이 GP USA를 통해 선배선교사
들의 지혜와 뿌리 깊은 신실함으로부터 유익을 얻
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미주본부 대표로서 섬기게 되는 배선호 선교사님
이 생각하는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바탕
으로 이루고 싶은 계획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
을까요?
A. 고등학교 때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나름 준비를 했
었지만 실제 선교지에 가보니 제가 정말 부족한 사
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주위에 배울 수 있는 선배, 동
료 선교사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움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대표직에 대한 말씀
을 들었을 때 ‘나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저의 문
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상기시켜 주셨습
니다. 이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저와 GP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GP의 강점이 되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이 직분을 맡는 기간 동안은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고 느낍니다.
GP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GP의 사명선언문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표로서의 사
역 가치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지 않고 GP의 사
명 선언문으로 돌아가 생각하려 합니다.
GP 의 사명 선언문은 저에게 ‘협력하는 선교 공동
체’, ‘창의적 선교전략’, ‘현지 지도력 개발’이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협력이란 가치
는 네트워킹(networking) 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선교지의 인적자원에 대한
필요와 지역 교회의 선교적 열정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플랫폼은 지역교회가 선교지의 필요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선교지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 현지 선교사와 지역
교회가 함께 만드는 선교참여 방법들을 제시하는
선교의 다리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G
 P선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도구입니다.
선교라는 하나님의 큰 모자이크에 GP는 그 일부
로, 자신의 그림과 색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조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한국인, 다른 선교단
체, 혹은 교단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협력
하며, 배울 것은 배우고 나눌 것은 나누어 결국은
GP라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고 하나
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협력’을 강조
하는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선교전략은 현장의 필요가 기도와 연구
를 통해 선교적 역량을 만났을 때 일어난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필요에 익숙한 선교사들
이 자기 개발과 새로운 선교 전략을 개발할 수 있
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와 강의 등을 공급하고자 합
니다.
GP선교회는 ‘현지 지도력 개발’을 GP 사명선언문
의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선교사역의 아름
다운 계승이란 곧, 선교사가 시작한 복음의 사역
이 선교사가 떠난 후에도 현지인들에 의해 끊임없
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민족 사
회인 미국에서는 현지 지도력 개발이 또 다른 의미
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이
미 많은 선교 대상 민족들이 정착하여 커뮤니티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함께 디아스포라
사역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국에 거주하
는 선교 대상 민족들이 자신의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들과 함께 GP의 네
트워크, 선교적 경험과 역량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도 새로
운 사역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 : Rut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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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과 동행한

30년
인도네시아 서부 깔리만탄 한옥희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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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행전

1989-1990년 바울의 집 동기들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일이 엊그제
인 도네시아
같은데, 언제 30년이 지나갔는지, 사실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나온 모든 선교 여정을
기록하려 해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또 적
은 지면에 다 쓸 수도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순간까지 저 같이 부족한 자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놓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난 30년간의 선교사역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훈련 속에서 재헌신케하신 하나님
저는 1989년 3월 국제협력기구(KIM; Korea
International Mission)의 선교사로 허입되어 훈련을
받기 위해 ‘바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
터 모든 것이 고되고 낯선 훈련이 시작되었지요. 새벽
4시 30분에 새벽 기도로 시작하여 때론 밤늦게까지 강
의를 들으며 함께 공동생활훈련, 바울의 집 관리를 위
한 실습훈련을 했습니다. 때로는 같이 기뻐하고, 때론
서로 다투면서도 서로가 같은 선교의 동기라는 정을
쌓으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사후보생으로 훈련을
받는 과정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래가 어찌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품었던 선
교에 대한 첫 열정과 뜨거운 헌신, 빛나는 소망으로 충
만했던 그 시간들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영
적 축복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모든 고비를 넘기고 저
희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아득해 보이던 선교사
의 길로 들어서면서 주님은 설익은 과일과도 같던 저
희를 훈련을 통해 재헌신케 하셨고, 열정과 소망만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도 품은, 준비된 선교사 후

1990년 인도네시아로 가는 공항에서

보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옛일을 되돌아보면 정
말 그런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했던 당시의 저 자신이
과연 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된 선교사 훈련의 시간을 갖게끔 축복하셨던
주님의 귀한 사랑에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앞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
1990년 9월에 인도네시아에 도착 후 인니어 공부와 함
께 이곳 현지선교본부(Indonesia Missoin Felloship)
에서 정회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1991년 12월 보르네오섬의 서부에 있는 폰티아낙시
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해 1992년 2학기에는 신학교
에서 선교신학을 가르치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지 않았나 싶습니
다. 당시 현지 언어를 배운 지 2년도 채 되지않은 상태
(인니어가 아무리 쉽다고 해도)에서 그것도 선교신학
을 가르치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신학교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 없이 해내야만 했습니다.
한 학기 30시간의 강의를 위해서 먹고 자는 일 외에는 오
직 강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석 달을 준비해 강의를 마
쳤던 기억이 납니다. 강의시간에는 신학생들이 도리어
인니어 선생님이 되어 도움을 받아가며 강의를 했습니
다. 지금은 중년의 목회자가 된 그때의 신학생들을 만나
면, 당시 연약한 외국인 여성 선교사가 인니어로 자신들
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이해가 안될지라도 무조
건 이해가 된다고 했다 합니다. 아마 저를 격려하고 싶었
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만해도 요즘과 달리 신학생
들의 헌신과 성숙도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무
모할 정도로 용감한 마음도 사실 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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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대처할 마음을 주셨고, 해내고자 하는 각오도 주셨
으며, 또 좋은 신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비록 신학생들이 약간의 희생을 하게 된 것은 미안하
지만 한 학기동안의 강의를 잘 감당한 것은 끝까지 잘
마치도록 순간 순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30시간의 강의 앞에서는 많은
기도와 함께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
면 그 당시에 제가 그 강의를 해낸 것은 정말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안중안 신학교 교수들과

오지교회의 모습

개척교회 중 한 곳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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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교회 건축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한 텀 후 안식년을 마치고 1994년 4월에 다시 인도네
시아로 복귀하면서 지난 텀에 개척한 교회의 건축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위한 대지와 건축비는 매우 순조롭게 준비되어
갔는데, 강한 이슬람 지역이어서 교회건축허가가 여러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시
간이 흘러가자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한 교회의 건축위
원들이 무모하게 건축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좋은 목
재들이 오지에서 강을 타고 내려와 현장에 준비되면
서, 일꾼들과 건축위원들은 처음 며칠 간은 방해없이
교회 기둥들을 세울 기초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
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100여명의 무슬림들이
교회 건축부지에 모여들어 교회건축을 중지하겠다는
각서를 쓰던지 아니면 교회 전도사의 생명을 내어 놓
으라며 데모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협박에 결국 교회
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서, 다시는 그 자리
에 교회건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준비
된 교회건축에 더 많은 기도와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했고 인내심이 부족했던 탓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위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상상하지 못
할 때가 많습니다. 데모가 일어난 그날 밤, 억수같이
비가 퍼붓는 시간에 목재들이 즐비한 건축현장을 지켜
주겠다고 약속했던 경찰은 비가 내린다는 이유로 자리
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누군가가 트럭을 가
지고 와서 그 많던 목재의 80%를 가져가 버렸다는 소
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목재는 신학교로 옮겨
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슬림들의 데모
에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제는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오

선교사 행전

신학교 강의 후 학생들과 함께

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만 기다릴 뿐이라는 마음으
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또 다시 비가 억수
같이 내리던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 목재들이 당시
의 건축현장에서 12km 떨어진 안중안 신학교 교정 안
에 보관되고 있던 목재 옆에 빼곡히 다시 쌓여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
들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
으시고 그 좋은 목재들을 돌려받도록 하셨다고 믿습니
다. 그리고 비가 계속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외부에 목
재들을 방치할 수 없었는데, 오랫동안 교회건축을 위해
기도해 오던 교회에 그 목재들을 모두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상황이 정리되면서 더 필요한 곳에 훌륭한 교회가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에 목적한 곳에는 교
회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하마터면 귀한 건축헌금으로
산 자재들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구입해
놓은 모든 자재들이 다 합당한 곳에 사용되도록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강과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닐 때 동행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
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시편 121:3-4).
선교사들은 사역과 방문 모임 등으로 참 많은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이 수많은 섬으
로 이루어지고 육로가 잘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과 바다와 그리고 항공을 통해서 여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타고 다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아니
었다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교통수단을 타볼 기회는

오지에서 밥 짓는 교인들의 모습

없었겠지요.
처음에 언어와 현지훈련을 위해서 정착한 동부 자바는
큰 도시가 아니어서 마을들을 잇는 교통수단으로 마
차 ‘도카르’를 1년정도 타고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항
공료가 비싸서 섬을 다닐 때면(예로, 자바섬과 깔리만
탄) 큰 여객선을 이용하여 배 안에서 먹고 자면서 타고
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깔리만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지나 정글 마을을 방문하는 경우, 큰 강으로 다닐 때
는 페리와 같은 빠른 여객선 혹은 스피드보트를 타고
다녔고, 통통배도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오지 안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할 때는 나뭇잎 같이 작은 나룻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육로가 있을 때에는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지
만 예전에는 6명 혹은 12명이 정원인 ‘쎄스나’라는 소
형비행기도 자주 타고 다녔습니다. 현재도 폰티아낙시
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사람이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벳짝(인력거)’이라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예전에는 택
시가 없어서 도시 안에서 인력거를 타고 다니는 일도
흔했습니다. 아마도 현대 문명과 옛 것의 공존이 아직
도 흔한 선교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난 30여년간 여러 종류의 각종 크고 작은 교
통수단을 이용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여행과 여러 행로
들을 다녔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
은 것은 성경 말씀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깔리
만탄의 싱글선교사들(저와 일본인 선교사 두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1991년 1월에 안중안 신학교에서 사역 중이던 ‘안도’라
는 일본인 싱글선교사가 신학교에서 40km 떨어진 지
점에서 교통사고로 소천하신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저희는 늘 조심하고 또 기도

GLOBAL PARTNERS

11

신학생들과 함께

에 힘쓰며 다니게 되었는데, 이런 열악한 교통상황 속
에서도 지금까지 저희가 건재함은 오직 주님이 지켜주
시고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사역가운데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신학교 사역은 저의 전체 사역에서 중추적인 중심 역할
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역의 중심이 있었기에
정착과 함께 큰 어려움 없이 사역 초기부터 멈추지 않고
사역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이야말로 당시 KIM선교부가 선교사를 받아주는 현지
선교단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던 부분을 제가 실질
적으로 체험하는 통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현지에서는 선교사의 체류부터 시작해서, 현지의
도움 없이는 여러가지 일들이 어렵고 또 제한되기 때문
에 현지선교부의 역할은 선교사의 활동과 사역에 큰 영
향을 끼칩니다. 물론 현지선교부와의 갈등 역시 때때로
피할 수 없긴 하지만 신학교 사역은 첫째로 현지 동역
자들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음으로 인해 사역의 기동력
을 갖출 수 있고, 선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커
버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둘째로 현지 사역자들과의
동역은 무엇보다 선교지의 문화와 사람들을 알아가고
현지의 삶의 현장 속에 선교사가 하루라도 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싱글선교사인 저는 때때
로 자매동역자들과 같이 거주하며 동거동락하기도 했
는데, 이런 상황들이 저를 빠른 시간안에 현지화된 선
교사로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
해 현지 적응능력이 커져서 현지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
서도 속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가 내 나라 같
고, 선교지의 사람들이 떠나 있으면 궁금해지며, 현지
의 음식과 문화가 내게 더 맞는 옷과 같이 느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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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선교사로서 갖게 되는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속한 신학교도 30여년간 선교사인 저의 스폰서가
되어서 끝까지 책임지고 체류비자와 함께 현지 사역자
수급에 최선을 다해 동역해 주었습니다. 이런 귀한 현
지선교부를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사
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폰티아낙시에서 사역중인 유치원도 28년이 되었
으니 저의 전 선교 역사와 거의 함께 해온 셈입니다. 처
음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이슬람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치원으로 서가기를 기도하며 시작하
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강성한 이슬람 세력은 그들 나
름의 교육기관들을 더 잘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
반적인 수준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면 기독교 가정의 어린이와 유교, 불교가정의 어린이들
에게 철저한 복음의 진리를 기반으로 교육하여 그들을
변화시켜야겠다고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8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성경말씀과 복음을 들었
으며 1~3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기독교교육의 필요
성과 중요성이 나타나는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린아이들의 변화로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교회로 인도
받는 사역이 되어간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강력한 이슬람지역에서 기독교 유치원의 역할은 정부
에서 허락받은 전도 기관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
니다. 학교 안에서는 마음대로 사역할 권한이 있기 때문
에 기독교를 전파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유치원을 지난 28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신실한 유치원 교
사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도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
당케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 행전
조혼에 매인 소녀들을 자유케 하다
선교사역 초기에는 오지를 방문할 기회들이 많았습니
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불편한 오지방문이 그때는 어
찌 그리도 좋고 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시
오지 방문은 여러가지 사역의 대한 기대와 새로운 사역
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고, 복음의 황금어장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
숙사도 그 초기의 오지방문에서 받은 충격에서 시작된
사역입니다. 오지에서는 외부 손님들이 방문하면 온
마을의 사람들이 환영이든 구경이든 다 밖으로 나와서
모이는 것이 풍습입니다. 특히 호기심 많은 연령의 아
이들은 모두 신나서 달려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눈여
겨보니 소녀들이 동생으로 보이는 어린 아기들을 안고
나왔는데, 알고보니 그 아기는 동생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인데 중등교육을 받을 만한 환경과 처지가
안되니 마을의 같은 또래 남자아이와 결혼을 해서 아
기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일을 어찌 이해해
야 하나’ 하는 황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미래
가 눈에 보이듯 해서 마음이 무거워졌고, 조혼에 매인
그 소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살수 있도록 기회와 소
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들을 밖으로 이끌고 나와서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신앙생활과 인성교육을 통해 스
스로 인식이 바뀌도록 훈련을 하면 변화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폰티아낙시에 기독교 여자 기숙사를
2002년 개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
사에는 주로 오지에서 학교가 없거나 멀어서, 혹은
부모들이 교육을 시킬 형편이 안되는 자매들이 와서
중•고등학교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몇명은 대학교까지 가게 되면서 고등학생들과 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편상 모든 기숙사생들

유치원 어린이들

이 대학을 가기는 어려워서 대부분이 고등학교만 마치
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도시에 취업을 하는데 적어도
헛되이 살고 있지는 않다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사회에 유익한 사람들로, 또 지역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심어준다는
것을 목표로, 이것이 기숙사에 맡겨진 책임이라 믿고
오늘까지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경건회
를 시작으로 경건생활(말씀읽기와 기도)에 힘쓰고, 사
회의 일원으로서 삶의 훈련(학업과 생활훈련)을 철저
히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며 갈등
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현지의 눈높이에 맞춘 사역이
되어 있고, 뒤돌아보니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눈에 들
어옵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의 마음
을 품고 바라보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
간까지 오지의 어린 소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육의
기회를 받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사
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재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신실한
후원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의 마무리 단계를 바라보며
30년을 선교지에 있었으니 이제는 떠날 준비도 생각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한 사역들을 잘
마무리해서 모두가 자립하는 사역이 되는 것을 본 후
에 떠나고 싶어 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인력은 지금 떠나
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재정면에서는 아직 타격
을 받을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재정적 자립만 된다면 모
든 사역을 지금 이양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
리며, 지금까지 저와 사역을 이끌어 오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숙사의 경건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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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영어하제? 기타 치고?

니가 인도로 가라”
조융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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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 학부 졸업반 시절, 저는 총회 파송
광 나루
견습선교사로 몽골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
다. 하루는 은사이신 이광순 선교학 교수님께서 “조전
도사, 니 영어하제? 기타 치고? 니가 인도로 가라” 하시
는데 그 음성이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
이 느껴져서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제가
인도와 처음 마주한 기억입니다. 그 때는 인도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주변에서 인
도를 여행해 본 사람들도 거의 없던 시절이라서 인도는
제게 그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카레, 코끼리, 가난한
나라… 그것이 인도에 대해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후끈한 열기와 미세한 향냄새
그렇게 다가왔던 인도에 제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은
2006년 초가을이었습니다. 새벽에 인도 남부의 방갈로
르 공항에 당도한 저는 공항 로비에서부터 후끈한 열기
와 함께 미세한 향냄새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입국
수속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데, 눈앞의 생
경한 풍경이 잠시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전통 옷 ‘사
리(Saree)’를 입은 여인들의 총천연색이 순간 눈앞에 펼
쳐졌습니다. “헬로, 왓츄어 비지팅 펄포즈?(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다소 사무적이면서 특이
한 인도식 억양의 입국소 직원이 방문 목적을 물어왔습
니다. “암 어 투어리스트(관광이요).” 미리 선임 선교사
님이 일러준 대로 대답하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
기 어려운 ‘창의적 접근지역’에 왔다는 것이 실감 났습니
다. 그 후 2009년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저는 고아원에
서 아이들과 먹고 자며,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고, 교사
경건회를 인도하고, 신학교, 한인교회 등에서 저의 젊
은 나날들을 알차게 채웠습니다.
“인도를 온다면서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 망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 언제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을
까 오매불망 그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아내와 결혼하
고 얼마 안 되어 짐을 싸서 한 해 동안 30개국 비전트

립을 다니면서 ‘우리는 ‘왜’, 또 ‘어떻게’ 선교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
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저희의 삶을 그
분의 완전함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며, 그 완전함 가
운데 들어가 우리의 불완전성이 아닌, 그분의 완전하
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데 꽤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 여정 중에 중남미에서 만났던
C선교사님과의 인연으로 인해 GP선교회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던 것 역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
도하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후 저희는 GPTC 국제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인도로 필드트립을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인도 비
하르주에서 사역 중이던 선임 N선교사님은 “인도를
온다면서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 망합니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인도는 다양한 인종의 용광로이
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혼재한 복잡한 사회라는 의
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첫 텀은 다양
성이 혼재된 사회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인 하나의 국
가로서의 인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의 시간이
었습니다. 이 필드트립 당시에 아내는 임신 6~7개월
의 무거운 몸이었고, 대왕 바퀴벌레와 쥐가 매시간 출
몰하는 인도의 기차로 24시간을 이동했는데, 지독한
독감까지 걸린 상태였습니다. 훗날 인도로 인도하심에
대해 나누며 “인도는 첫인상이 정말 안 좋았는데…”라
고 아내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기호를
넘어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타밀어 대신 힌디어로 다시 시작하기
인도에 대한 첫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북인도 델리 공
항으로 입국한 저희 가정(조융, 송화숙, 조수아_당시
생후6개월)은 남인도에서 배웠던 타밀어가 힌디어권
인 북인도에서는 아예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백
지 상태에서 언어훈련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첫 언어
교사는 A라는 현지인 목사로 국제교회에서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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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는 이였습니다. 이 전에
도 한국인들에게 힌디를 가르쳐 왔노라고 해서 신뢰감
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몇 주를
함께 읽어도 전혀 늘지 않는 읽기 속도와, 의미도 모르
고 글자 배우기만 반복하다 보니 금세 지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힌디어는
꼬부랑 그림이지 의미 단위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꾀를 내어 저는 ‘말부터’ 가르쳐 달라고 그에게 요청했
습니다. 기본적으로 집 밖에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
오는 과정에 필요한 대화나, 기본적인 회화를 한국어로
대본을 쓰듯이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나 : 안녕하세요?
릭샤기사 : 네, 어디로 가세요?
나 : 파리 초크에 갑니다. 얼마입니까?
릭샤기사 : 100루피입니다.
나 :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릭샤기사 : 얼마 나요?
나 : 80루피에 갑시다.
기사 :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A와 열심히 연습하고 용기
를 내어 시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제 대본대로 돌아갑니까. 기사에게 “얼마예요?”라고
물었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혼자 한참을 떠
드는 기사… 그에게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저 소음이었습니다. 대본은 대본일 뿐 결국 실전에
서는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대응하지 못하
면 대화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귀
가 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저는 “피르세 볼리에(한 번 더 말해
주세요).”와 “디레디레 볼리에(천천히 말해주세요).”를
입에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 한국어도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 산속 마을 머수리에서 언어학교를 다니며
갑자기 귀가 트이는 경험을 한 것은 그로부터 일 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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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 제 귀와 입을 열어
주셔서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속
히 언어의 은사를 더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에 응답하
셨는지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뒤 테이블에
앉은 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갑자기 다 들리는데 그 감
격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
니다. 들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단순
히 말을 배우는 것을 뛰어넘어 언어 그 자체에 담겨 있
는 정서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피선교
자들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
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텀부터 코로나 위기상황을 마주하다
한편 저는 그 유명한 ‘첫 텀에 코로나19를 만난 선교사’
입니다. 가히 지난 수 세기를 통틀어 인류에 대한 가장
가공할만한 위협인 코로나19를 통해 순식간에 선교지
에 위기 상황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던 UP(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작년 4
월 한 여성이 봉쇄령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식량이 떨
어진 가정사를 비관하여 다섯 명의 자녀를 야무나강에
던져 죽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기아와 패닉 상황의 인도에서 저희 가정은 우
리가 철저하게 빈손으로 이 땅에 왔으며, 우리의 존재
자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
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므로 저희 기도는 금
세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문밖에는 사람들이 고통당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 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
역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
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을 위해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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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구제 사역을 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만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를 꺼내 들었고, 기적은 하
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앞서 사역
해 오신 선임 S선교사님의 조언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전인도 선교사협의회 네트워크를 통해 약 스무 유닛이
금세 연결되어 일사천리로 임시 통행증을 발급받고, 관
공서의 협조를 받아 취약한 슬럼 지역으로 속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제 사역을 위한 준
비와 제반 사항, 나눌 품목, 대략적인 예산, 나누는 방
식, 주의할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의논되고, 결정되었으
며 이는 먼저 시작한 이들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작만 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중요한 다른 일
에 사용하려고 했던 재정을 이 일을 위해 선뜻 내어놓
았고, 또 누군가는 위생 안내문을 만화로 그려 주었으
며, 누군가는 그것을 번역했고, 누군가는 전도지를 후
원해 주었으며, 수많은 이들이 이 일을 위해 무릎을 꿇
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왔습니다. 저는 그 매
일이 기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떨어지자 중부 뭄바이에서 W 선교사가
우리에게 재정을 흘려 보내주었습니다. 뿌네의 K 선교
사의 재정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여유가 있었으
므로 우리도 흘려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렇게 우
리는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과 아이디어, 다양한 피드백들이 서로
를 키우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몇몇 현지인 교회도 우리 사역에 대해 듣고 자신들도
자신의 지역에서 구호 사역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
습니다. 우리는 마중물이 될 작은 재정과 노하우를 흘
려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몇몇 선교사
들이 벤치마킹을 원할 때, 우리 구호 패키지 몇 개를
건네며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나누었습니다. 거
기에는 ‘내 사역, 내 사역자, 내 사역지’와 같은 개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오직 하
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 스스로가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이
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을 배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
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그분의 백성

인 우리를 ‘참여’ 시키심으로써 그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선교
에는 우리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교
만이 그 땅에 상존하며, 우리는 그저 목도하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맡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을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선교’가 종료되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종료되어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
데 온전히 도래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나의 선교’
가 종료되었을 때, 우리가 머물던 자리에 우리의 이름
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겨지기를, 세상
이 우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이름
은 이곳에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를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인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국 사역 중에도
매 순간 인도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인도를 그리워하
며, 인도로 다시 갈 날을 손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곳에 갔냐고, 왜 꼭 인
도여야만 했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하
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
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땅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구
원을 눈으로 보고 감격하라고 우리를 인도에 보내셨다
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온 맘을 다해 사랑
하는 그 하나님이 인도를 바라보실 때마다 눈가에 눈
물이 그렁그렁, 코가 훌쩍훌쩍 할 정도로 인도를 그렇
게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내가 이렇게나 사랑하는 인도를 살아가라’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
리가 ‘인도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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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선교현장에
끼친 영향과 변화
진실로 선교사

코비드19로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힘든 가운데, 네
팔도 예외 없이 어려운 상황가운데 놓여있습니다. 네
팔은 다른 동남아시아의 나라들과 달리 오랜 시간 락
다운과 공항폐쇄를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
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산업비율 중 3차산업(관광 및 서비스업)
이 주류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때문에 관광객이 없어지
고, 국경봉쇄로 물류유통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5년전 네팔의 대지진때만 해
도 외부 사람들은 네팔인이 잘 견디고 협력하면서 빠
른 시일내에 복구를 가능케 하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칭찬했는데,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자살율도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네팔 정부는 모든 학교를 닫게 하고,
학교가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펼쳤습니다. 제3세계에 속하는 선교지에는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학비를 받지 못한 사립학
교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
립학교들이 선생님들의 월급을 부족한 재정으로 충당
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도산하여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부
모들은 이 참에 학교를 등록하지 않고 1년 쉬겠다는 결
정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또다른 큰 변화를 말하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대면
교육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전국 곳곳의 학교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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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zoom)을 통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네팔 같은 나라에서도 ICT교육으로의 전환을 오
래전부터 계획하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학교안에서 컴
퓨터와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
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종종 말하는 농담 중에 하나
가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회 그룹이 공무원과
선생님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
서 온라인 교육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왔
지만, 오래전부터 해오던 교육방식을 고수해오던 네팔
교육현장은 이번 코비드19를 통해 본의 아니게 강제적
인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변화로 네팔선생님들은 갑자기 IT
관련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
야하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중 대부분
은 컴퓨터를 다루거나 구글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없
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도구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에게 온라인 줌 교육과 구글 도구를
바로 적용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역량을 뛰어
넘는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선교현장의 사람들이 좋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대부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은 인스타그
램과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줌과 구글도구로 가기 전에 직관적인
영상편집 툴(tool)을 선정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자신

선교논단
들의 과목을 영상으로 찍고 공유하는 것을 먼저 가르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저희는 유튜브에 올리고 실시
간 채팅앱을 통해서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코비드 기
간동안 학생들에게 교육영상을 전송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본인이 원래 좋아하고 재미
있어 하던 영상편집을 간단하게 배우면서 익히게 되었
고, 덕분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수업을 영
상으로 찍어 보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 달 동안 이들에게 IT 유전자를 주입하고
실천하게 하자, 그들이 스스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제안해 옴으로써 자연스럽게 저희 학교
는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코비드19 이후로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마도 온라인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이나 그것을 위한 디바이스를 마련하는 재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렇지만 여기서 다른 한 가지를 현장전문인으로서 제안
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툴을 사용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
육에 대해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
간에서 단순히 온라인이라는 가상현실공간으로 이동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
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방식이나 패턴은 현
실의 공간에서 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문제를 풀게 하고, 답을 체크하
고, 지속적으로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을 통
제하는 것은 온라인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소통과 다
중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의 목
적과 부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면교육이 안되니, 비대
면으로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온라인 교육을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함축성을
시대적 상황(context)을 통해 해석할 수 있도록 선교사
가 도와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온
라인 교육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성취도가 낮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꿈꾸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공교육은 산업혁명시기에 공장에

서 기계를 다루는 기계공들이 매뉴얼을 읽을 수 있게
만들려고 기업이 국가에 세금을 제공하고, 국가가 공
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
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읽고, 쓰고, 말하기를
통해서 기초적인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
어 내기 위한 공장시스템을 근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많은 교육학자들이 지적하는 공장시스템적인 학
교 교육이 가지는 한계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육에 대해 꿈꾸게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현지인들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
한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동적이 되고,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면적으로 공격성을 키
우면서 현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런 시기와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힘없는 자신을 마주하
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음을 기다리고, 썩어질 것들에
목을 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알지 못했
던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선교사는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시대의 변화와 상
황을 읽어내면서 교육이 가지는 참다운 의미를 다시금
재해석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온라인 교
육이 예전의 고전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고민해가면서
창의적 접근을 멈추면 안될 것입니다.
코비드19는 가난한 제3세계의 나라에도 큰 변화를 일
으켜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들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과 성찰을 통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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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의 교회와 선교의 변화

1. 시작하는 말
지난 2020년 1월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
러스(코비드19)는 팬데믹(pandemic)이 되어 2021년 1
월 현재 217개국에서 9천여만명의 확진자, 190여만명
의 사망자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인류는 앞으로도 얼마
나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시
대를 맞고 있다. 코비드19는 세계 모든 국가와 사회뿐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에도 엄청난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공동체의 대면 예
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신앙 지도 및
재정적인 어려움도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
게 되었다.
현재 한국선교사 약 9,000명이 선교지를 떠나 귀국한
상태에 있고, 선교지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도 코
비드19로 인해 지역이 봉쇄되어 선교활동을 제대로 하
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코비드19 이
후 교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선교는 어떤 방
향으로 흐를 것이며, 이에 대해 선교사들은 어떤 대책
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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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공포로 휩쓸고 있는 코비드19의 팬데믹 속에
서, 그리스도인조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필자
는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가 그의 책 ‘코로나바이
러스와 그리스도(Coronavirus and Christ)’에서 ‘하나
님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제시한 대답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황폐한 도덕적 현
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 인간 실존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
서,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심판 아래에 있다. 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정화임을 알아
야 한다.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류 사회
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실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
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탄은 하
나님의 주권 하에서 제약을 받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죄의 원인에 대
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 된 행
동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다. 다른 재앙도 마찬가지
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 세상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생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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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여주신다. 모든 일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되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질이 물리적인 차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코
로나 팬데믹은 인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의 실제를
물리적으로 볼 수 있게 된 현상인 것이다.
3)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은 특정한 죄악에 따른 심판으
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라는 죄에 대한 고
통스러운 결과는 HIV의 전염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결과이다. 모든 고난이 특
정한 죄에 대한 특정한 심판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는 그러하다는 것이다. 바이러스를 통한 심판은 인
류 공동의 문제이다. 우리는 감기에 안 걸리려고 예
방 준칙을 지키듯이 철저히 자신을 살피고 영적 준
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4) 코로나 팬데믹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
나님의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
의 재림 전에 여러 환란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기
쁨 앞에는 산고의 통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
스도인은 깨어 때를 분별해야 할 것이다.
5)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팬

데믹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
했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
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현
상은 인간의 무책임한 자원 남용으로 인한 것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권한을 인간에게 허락하셨건만, 인간의 탐욕은 자
연을 착취하고 남용하여 재앙을 부르고 있다.
자
 연 재난은 식량과 자원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여 인간
관계 또한 파괴되게 한다. 이분화된 사회는 ‘가진 자
대(對) 못 가진 자’, 좌·우 이념의 갈등을 야기하여
인간 본연의 양심마저 고갈되게 한다. 거룩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할 성도나 목회자, 선교사들마저 세
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르고, 물질적 삶에 빠져들고
있다. 술과 성(性)이 만연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야 할 그
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
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바
울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케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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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5) 코
 로나 팬데믹 현상을 자기 연민이나 두려움 보다
는,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기쁨과 사랑으로 선
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으로 이
해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럽에는 엄
청난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핍박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헌신적
으로 돌보았다.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 결국 복음이 로마를 덮게 만들었다. 오
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시
기야 말로 구제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6)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교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바이러스의 전염보다 복음의 전파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여행과 이동의 제약으로 선교활동이
중단되고 있고, 공동체 모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
뀌어 교인들의 결속력도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장
기적으로는 선교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복음은
고난을 통하여 더욱 널리 전파되어 왔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후
에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파되었다고 간증한다. 감
옥에서 기록한 바울의 서신은 세대와 지역을 초월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이동을 제한받
지만, 유튜브 같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세상보다 앞서서 이
시대에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IT기술 등
을 사용하며 위기 속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
의 진전을 이룰 것이다.
1.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것들
한국교회의 미래는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지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 교회에는 이미 코
로나 이전부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최근 한국교
회는 성도들의 부도덕한 삶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
물질적인 탐욕에 대한 소식이 매스컴에 오르내릴 때마
다 기독교의 본질은 감추어지고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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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움츠러들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껏 이탈해왔던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
개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
어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노령화와 저출산현상이 급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사회의 인구 구성비율은 심각한
불균형상태로,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교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예전의 교회 활동의 중심축이었던 중·
장년층은 이제 노년층이 되었고, 저출산 현상은 교회학
교에서 어린 이를 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코로나바이러
스로 인한 경제적 침체가 가져오는 불안으로 청년들은
세상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시간을 온전히
사용한다. 많은 교회가 교인의 감소로 활기를 띠지 못
하고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작은 교회
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프로그램이 좋은 주일학교를
찾아 교회를 옮기거나, 핸드폰이나 게임에 물든 청소년
들을 방치함으로써 교회의 어려운 상황은 더욱 악화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교회에 초
래될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1) 대면 예배가 감소하고 비대면 예배가 증가한다. 현
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
면 예배로 전환한 것은 교회자체의 결정이라기보다
는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준칙에 따른 것이
다. 일단 비대면 예배의 틀이 잡히면, 코로나 이후에
도 교회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노년층의 교인들
이나 특정교회에 교적을 두기를 꺼리는 그리스도인
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대면 예배를 대치할 가능
성이 높고, 따라서 포스트 코비드19 시대에는 교회
출석 교인의 감소가 예측된다.
2) 재정 감소의 현상이 일어난다. 교회가 비대면 예배
로 전환하든, 대면예배를 병행하든, 출석교인은 감
소할 것이며, 이로 인한 헌금의 감소도 나타날 것이
다. 따라서 교회재정의 구조적 조정의 필요성이 높
아졌다. 그럴 경우 재정 감축의 대상은 부교역자나
선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폐쇄되는 교회가 증가할 것이다. 일부 교회들은 헌
금이 줄어들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하여 부채가 있는 교회들이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교회들은 줄어든 헌금으로 인해
교회건물 유지가 어려워 문을 닫을 수 있다.
4) 선
 교의 열정이 식게 된다. 몸이 움직여야 열이 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활동해야 성장한다. 코로
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의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
성경공부 소모임의 축소로 선교에 대한 열정도 식
을 가능성이 크다.
2.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
인가?
코로나 위기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차원에서 긍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시아 미래연구소장 최윤식 박사는 코
로나 위기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
한다.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
아지면,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과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장 예배 기회는 줄지만 가정
신앙 교육의 기회는 늘어날 수 있다. 모이기 힘든 상황
이 유튜브, 줌(zoom)등의 화상회의나 인터넷을 통해
언택트 모임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새로운 세대들에
게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
도록,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다음의 세대들을 복음
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유기성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팬데믹 상황이 되
자 교회들은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와
교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역사에
서 보면 함께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수많은 시기가 있
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나 성
령의 역사는 교회와 항상 함께한다. 전에는 건물 중심
신앙생활을 했고 인간관계중심으로 공동체적 교회 생
활이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참된 관계다. 그러므로 단순히 온라인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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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유기성 목사는 주님
과 동행하는 훈련으로 소그룹 영성일기 쓰기를 제안하
고 있다. 교회 현장 예배가 아니어도 그 영성으로 기도
와 전도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기성 세대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다음 세대인 자
녀들에게도 그 영성은 전달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아
날로그 시대에 살아온 기성세대의 신앙은 디지털 시대
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교회는 이 팬데믹의 시기를 통해 성
경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적 원칙에 돌
아가 이웃 사랑의 삶, 구제와 돌봄의 삶을 실천할 기회
인 것이다.
3. 코로나 이후의 선교의 변화
2016년 이후 한국선교사의 증가세는 거의 멈추었다.
앞으로 그 숫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KWMA
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2018년 171개국 27,993명이다. 연령별 선교사 통계는
20대 448명, 30대 1,666명, 40대 5,541명, 50대 5,332
명, 60대이상 2,709명이다. 40대-50대 선교사가 주
류를 이루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노령화되고
있다. 교회에서 청년들의 감소는 사역 헌신자나 신학
교 지원자의 감소로 연결된다. 자연히 선교에 대한 관
심자들도 줄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단
기 선교 여행도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과 인도 등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국내
에 들어와서 일부는 다른 나라로 재 파송되고 일부는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
해 최근 철수하는 선교사도 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의 세속화로 교회 재정의 위축과 선교
의 열정이 식어진 결과이다.
전호진박사는 코로나 이후의 국제 상황에 대해 민족
주의, 파쇼주의, 고립주의, 외국인 혐오가 일어나고,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
견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화를 중시하는 기독교와 자
유주의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이미 많은 선교사가
추방당하였다. 선교사는 ‘복음 전파자’가 아닌, ‘코로
나 전파자’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1960년
대 비서구지역에서 선교부 재산과 기관들을 국유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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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교사를 추방했던 反서구 운동이나 민족주의 운
동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전 박사의 주
장에 동의하면서 그 주장에서 선교의 향후 방향을 가
늠하고자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Yoshihiro
Fukuyama)는 전염병의 유행은 묵시록적 환상과 이
단, 신흥종교를 부흥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는 데, 코
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는 지금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인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1) 앞
 으로 선교는 원심적 선교(centrifugal mission)에서
구심적 선교(pivotal mission)로 방향 전환이 요구된
다. 구약은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
으로 모여드는 원심적 선교이다. 반면에 신약은 예루
살렘에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갔다. 신약적 관점에서
현지인을 찾아가는 선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지만,
이제 코비드19 같은 전염병 때문에 멀리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멀리 있는 현지 지도자나 사역자를 초청
하여 일대일 혹은 소그룹으로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
2) IT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
다. 화상 강의와 설교는 세계적 현상이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인터넷은 전세계 구석까지 연결되
어 제자 양육이 가능하게 한다. 아직까지 인터넷이
없는 지역일지라도 진보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선교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3) 복음 전파와 더불어 구제가 따르는 선교여야 할 것
이다. 세상의 기술과 문명은 발달하여도, 전세계 지
역 간, 국가 간의 빈부의 격차는 여전하다. 배고픔
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구의 한 편과 우
리 주변에서 오늘도 공존하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모든 교회의 집회가 금지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사
역하고 있는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실직했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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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라 스마트폰이 없어
유튜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
한국 선교사들은 주일예배 순서지와 설교문, 먹을
것을 들고 가정 방문을 하였다. 선교사는 복음과 떡
을 양손에 들고 가는 선교방법도 필요하다.
4) 건물 위주 프로젝트 선교는 지양하고 사람을 길러
내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한국 선교는 교회당, 학
교, 기관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큰 건
물이나 프로젝트는 함께 일했던 현지인들에게 유혹
을 갖게 한다. 실제로 재산 때문에 충실했던 현지인
동역자가 자기 선교사를 고발하여 추방시킨 일도
적지 않다. 선교사들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재
정적 어려움으로 역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
헌신적인 사역자와 장년 세례 교인이 없는 교회당
건물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사람을 양육하여 헌신
자로 세운다면 현장에서 선교는 지속될 것이다.
5) 헌
 신적인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를 세우고 이들
에게 이양(移讓)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교여야 한
다. 즉 자생력을 키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초기
한국선교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실천했던 네비우스
(John L. Nevius) 선교정책인 자립(自立), 자치(自治),
자력(自力) 전도는 선교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6) 현
 지 사역자에게 이양(移讓) 후 현지 교회와의 파트
너십을 이루어야 한다. 사역을 현지 사역자에게 양도
하고 나온 선교사는 후방에서 현지 사역자와 여러가
지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다. 현지 사역자에게 선교
적 열정을 불어넣고 선교가 현지에서 지속될 수 있도
록 영적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 선교현장 경험을 통한 제언
아시아 지역은 여러 종교에 바탕을 둔 문화를 갖고 있
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자갈밭
같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울
면서 씨를 뿌리는 복음 전파자로 인하여 택한 자는 구
원을 얻게 될 것이다(행 18:10).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
람들의 주장에 곁들여 필자의 선교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1)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선교 방향은 IT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
다는 것이다. 선교지를 직접 가지 않아도 선교가 가
능하도록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 강의하고, 줌이나

카톡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교제를 할 수 있다.
2) 성
 육신의 선교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대에 따라 선
교의 방식은 달라져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은 변하지 않
는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교회의 사
명이요 존재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 나간 지 2천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허다하다. 마지막 시대를 맞아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가 시급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 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비대면 접촉이 활성화된
현실이지만, 현장에 가는 성육신의 선교는 우선되어
야 한다. 선교사는 삶 전체로 선교하는 것이다.
3)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에 집중해야 한다. 통계에 의
하면 기독교 개종자들의 80%는 18세 이전에 개종
한다고 한다. 아시아의 많은 선교지가 주일학교 교
육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성경공부 교재도 부족하
고 훈련된 교사들도 부족하다. 청소년들을 위한 제
자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그들이 성인이 되면 교회
를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우
리의 힘과 선교비를 투자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30
여년간 청소년 신앙교육에 많은 선교비를 사용해왔
다. 기독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목회자와 교회 지도
자를 양성했고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장학금을 주어
많은 목회자를 양성해 왔다. 가난으로 공부하기 어
려운 어린이들을 장학금을 주어 공부시켜 고등학교
를 졸업시켰고, 최근에는 8명의 학생들을 대학교에
진학시켜 공부하게 하고 있다. 7년전에는 인도네시
아 교회도 세계선교에 동참하도록 World Partners
선교단체를 세워 30여명의 선교사를 훈련하여 아시
아 여러 나라에 파송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
는 미래의 현지 선교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4)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
다. 한국에도 이주민 250만여명이 살고 있다. 이들
에 대한 선교는 창의적 접근 지역과 같이 복음 전파
가 금지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자유롭게 복
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인
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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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거주 선교사역을 통해 선교지와 협력할 수 있다.
체류 비자를 내주지 않는 중국이나 인도 등 많은 선
교지에 선교사가 본국에 거주하면서 현지 교회와
협력함으로써 선교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
6)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는 현대 선교
방식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초대교회에는 성도들
이 핍박을 피하여 안디옥 같은 외국으로 이주하여
복음을 전했다. 18세기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은 직
업을 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에 비즈니스를 통한 비자를 받고 들어가 복음을 전
할 수 있다. 해외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서 살아
야 한다.
7) 현지교회의 자립 선교를 모색해야 한다. 필자는 수
년 전부터 현지 선교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그러므로 피선
교지 교회도 선교해야 한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듯이 오늘날 선교지 교회들도 선교사를 파송
하고 선교헌금을 해야 한다. 비록 재정적으로 약해
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선교
사들은 이제 늘어나지 않는다. 선교지에서 선교사
를 파송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한국선교사들에 대한
교회의 후원이 줄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한가지 대책
은 현지 교회나 현지 교인의 선교비를 받아 선교하
는 것이다. 필자는 가끔 선교 현지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 선교비로 사용하기도 한다.
8) 프로젝트 중심 선교나 교회 건축, 혹은 구제 중심
의 선교 등 재정 지출이 많은 선교를 지양하고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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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 양육 사역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선교비가 감축되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현지교회가
선교사에게 의존성을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
다. 가시적인 사역보다는 영혼 구원과 제자도에 초
점을 두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다.
5. 맺는 말
올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경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교회와 선교에 커다
란 변화를 주었다. 교인들은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목회자들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다. 교회 재정이 줄어들 것이 예측되기 때
문에 지출 예산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선
교비도 줄어들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선교사들도 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출이 많은 프
로젝트나 교회 건축 중심의 선교보다는 현지 사역자
양성, 제자훈련, 평신도 훈련, 전도 등의 방식으로 선
교해야 할 것이다. 사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사역이었다. 오직 제자들을 훈련하
고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대부분이었
다. 바울의 사역도 대부분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
고 제자를 훈련하는 것이었다. 코로나 이후의 우리 선
교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최소
한의 비용으로,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현지에 들어가
는 성육신적 선교사역이 재차 강조되어야 한다. 시대
의 변화를 적용하는 선교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
요하고 근본적인 선교는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는 선교사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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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전환의 시기
김숭봉(전 GP 미주선교회 대표)

지난 12월 31일자로 GP선교회 미주본부의 대표를 그
만 두게 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제게 ‘위장
된 축복’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신없이 바쁜 스
케줄로 한 해가 꽉 차 있었을 텐데 모든 여행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지난 8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들을 독서로 충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
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GP필리핀에서 시작한 저의
선교사 생활 25년 중 19년은 선교회의 이런 저런 리더
십의 역할을 맡으며 보냈고, 후반에는 동남아시아를 담
당하는 3권역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저는 불안하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필리핀의 사마르를
떠나 남부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
는 이 자리를 갑작스럽게 떠맡은 느낌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물러나면서 복잡한 감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고민은 저로 하여금 존 맥스웰의 저작
들에 많은 영향을 받게 했습니다. 존 맥스웰의 저작
들, 특히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통해
저는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긴 세월을 지나면서, 섬기는 리더십이란 것이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하로서 평생
애써 추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차기 리더십을 위한
인수인계 준비 과정동안 저는 GP USA의 6명의 필드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10주동안 줌미팅으로 ‘The Way
of the Dragon or the Way of the Lamb(: 용의 길 혹
은 양의 길, by Jamin Goggin & Kyle Strobel)’이라는
책을 공부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다 보니 섬김의 리
더십은 강력한 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된 어린 양
을 닮아가는 것이란 점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
다. ‘영원한 지도자’라는 지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일에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떤 특정
한 시간에 부르실 뿐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으로 집안에 갇혀 있는 동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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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든 스미스(Gordon T. Smith)의 ‘Courage and
Calling(: 용기와 소명)’를 읽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생애에는 세 단계의 소명의 전환(vocational
transition)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성인의 단계
(young adults phase)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
는 때이고, 중간 성인의 단계(middle adults phase)는
좋든 나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받아들이게 되
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성인의 단계(senior
adults phase)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지혜를 베풀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마지막 단계에 있
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는 이 전환의 시간(time of
transition)이 지위와 함께 따라오는 권력과 영향력의
공적인 구조를 ‘놓아주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놓아주는’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음을 요
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
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구조적이고 공식적인 영
향력이 사라짐에 따라, 시니어 직위(senior vocations)
는 더 미묘하게 완성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영
향력이 있다.”
스미스에 따르면 이러한 영향력은 지혜와 축복이라는
형태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삶과 사역기간동
안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경직되고 스트레스가 많은 조직의 리더십 자리에서 일
단 내려오게 되면 부담에서 벗어난 시니어들에게 사람
들과 어울릴 수 있는 유연한 시간이 증가한다고 저자
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경청하는
현명하고 나이든 사람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
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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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을 돌이켜보면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감사
함이 솟아납니다. 무엇보다도, 사마르와 미국의 두 사
역을 맡을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주저하는 종을 오랜 세월동안 항상 지지하고 격
려해 주었던 미국 이사회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비
영리 단체에서 선교사 지원업무를 감당하며 소명을 따
르던 미국본부 스탭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물
리적으로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님의 사역을 성실히 지속적으로 섬긴 SICAP 가족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솔직히 미국으로 돌아
오는 것을 처음에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는 SICAP 가
족에 대한 재정 후원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
가 본국사역(home assignment)을 위해 한번 사역지를
떠나면 재정적 지원이 종종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곳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ICAP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준 지역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에
게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더십 지위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이 직
접 사마르에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에 대한 더 큰 그림 역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제 인생
에서 소명의 시니어 단계로 전환하는 밑바탕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음 몇 주를 마무리하고 나면, 인생에서
소명의 시니어단계로 순조롭게 전환하기 위해, 또 하
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저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 것인
지를 깨닫기 위해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내 유영선 선교사
8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후딱 지나갈 수 있는지 신기
합니다. 이제 남편의 본부장 사역 두 텀을 마무리하며
Covid19 때문에 시간도 많아지고, 나이 육십도 넘어
가니 몸보다는 생각과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터라 8년 사역과 삶에 대해 정말 필요한 매듭을 짓는
(closure) 듯 합니다.
정말 사마르섬을 떠나기 싫었는데 남편과 떨어져 살
수는 없으니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
수록 삶의 터전을 움직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노릇입니
다. 젊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지를 갔었는데, 전
혀 연고자가 없더라도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8
년 전에는 LA 로 들어 오는 것이 그렇게나 싫었습니
다. 열악한 선교지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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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 특히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
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
듯했습니다.
50대 중반에 다가온 새로운 도전이 싫고 무서웠지만,
이럴 때 들여다보는 인생의 교훈이 제 마음 속에 있으
니 가끔 필요할 때면 다시금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근 20여년 전 사마르 섬에서 작은 통통배를 타고 움직
이다 바다 한 가운데서 배가 고장 나는 바람에 ‘방주를
타고 천국을 가는 건가’ 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
험 때문에 얻게 된 레슨입니다. 그 사고 이후로는 도저
히 배를 다시 탈 수가 없었습니다. 시퍼런 바다만 보아
도 오금이 저려 오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섬사
람이 배를 타지 않을 수는 없으니 끊임없이 했던 기도
가 ‘주여 제발 이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였습니다. 결국 다시 배를 타야 할 상황이 가까이 올
수록 두려움으로 꽉 찬 기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
었으니, ”Faith is not an absence of fear, but in the
midst of fear you move on.”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지
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다. 며칠
후 저는 후들 후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배에 올랐
습니다. 그 후론 두려움을 없애 달라는 기도보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달리게
되었는데, 시캅을 떠나면서도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8년… 좋은 일 나쁜 일 참 많은 일들이 있었
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제가 움직
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40여년의 주님과 동행한 세월을 돌아보면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쉽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 놓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큰
희생을 하거나 두려움으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움직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하나
님은 거동하시는 흔적을 남기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와 어쩌다 시작한 50대 중년 아줌
마의 신대원 공부가 제 남은 인생 여정의 3분의 1을 규
정하게 될 줄을, LA로 안 가겠다고 버틸 때는 어찌 알
았겠습니까. 졸업 후 잠깐이지만 두 아이를 다 품에 끼
고 한 지붕 아래서 살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동안
저는 주님께 얼마나 공치사를 하며 살았던지요… “아
시지요? 제가 선교를 위해 일찍부터 애들까지 떼어 놓
으며 엄마로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이래 가면서
요… 그러면서 또 꽤 괜찮은 엄마였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엄마였음을, 그래서

함께 지내게 된 애들에게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무
몰랐어. 지금 내가 아는 것을 너희가 어렸을 때 알았다
면 너희가 그런 상처는 안 받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
다”라는 고백을 여러 번 하게 될 줄을...그때는 몰랐습
니다. 물론 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준 상처보다는 아이
들을 깊이 알지 못해서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서 받는
상처의 깊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데 원인은 있었습니
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엄마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이
제는 두 아이 다 성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서 신실하게 자신들의 인생을 헤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놓고 뭐 하러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에 가야하느냐고 남편에게 들이댔는데, 사마
르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삐까번쩍’한 이 동네에도 역
시 마음의 가난과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그래서 신대원 졸업 후 그런 하나님의 자
녀들에게 길동무(spiritual direction) 사역을 하게 될
줄을 사마르를 떠날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바이올라
대학에서의 이 길동무 사역도 코로나 전염이 두려워
할수 없이 줌 (Zoom)으로 바뀌며 사이버 공간 안에서
도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그 전까지 온
라인 비대면 spiritual direction은 싫다고 버티던 제가
또 어찌 알았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그런 큰 두려움 속에서 내
딛는 주저하는 발걸음뿐 아니라 나의 모든 작고 평범
한 움직임 - 본부 식구들의 점심을 위한 잦은 칼질 속
에도, 코로나때문에 집에 묶인 혼자 사는 동네 할머니
를 들여다보는 일에도, 사마르에서 자신들끼리 의견
이 안맞아 충돌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의 심정
으로 보내는 안타까운 이메일 메시지 속에도, 코비드
에 묶여 갈 수도 없기에 2주마다 선교지로 보내는 송
금을 위해 겪어야 하는 불편함 가운데에도, 하물며 가
끔 한국 드라마로 여가를 즐기는 저의 조그만 움직임
속에도 ‘하나님은 참여하신다’는 인식(awareness)입니
다. 프랑스인 수도자 로렌스 신부의 저서 중에 나오는
‘internal glance(:내면의 눈길)’라는 말이 있는데,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주님과 마음 속으로 눈길을 주고받았
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요즘, 믿음이란 두
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과 눈을 맞추며 움
직이는 삶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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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의 날씨와 음식이 맞지 않아서 무척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고, 그 상태로 제

는 부모님이 선교훈련을 받으시던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임신했을 때 말레이시

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잘 먹지 않고 예민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 러시아로
저는 부모님을 따라 생후 10개월에 러시아에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등에 업혀 러시아로 들어왔
고, 그 저는 부모님을 따라 생후 10개월에 러시아에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등에 업혀 러시아로
들어왔고, 그 뒤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러시아라는 낯선 땅에 적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기
억이 납니다. 제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가셔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네 산
부인과에 가족 모두가 걸어서 함께 갔는데, 그 때가 겨울이었던 같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눈썰매에 태워 시장에 가거나 유치원에 데려 가곤 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누나와 저
를 눈썰매에 태워 가족 모두가 병원에 함께 갔다고 합니다. 저는 누나 앞에 앉고, 누나는 저를 끌어 안은 채 끈으로
꽁꽁 묶여 썰매에 앉으면, 아버지는 눈썰매를 직접 끌고 병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누나는 눈썰매를 탈 때마다 너무
신나서 “아빠 더 빨리, 더 빨리 달려” 하면 아버지는 열심히 눈썰매를 끌고 병원까지 달려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
만 병원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너무 심하게 금지해서 밖에서 어머니와 갓난아기 동생의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고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러시아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동생이 세 살, 제가 네 살 때부터 유치원에 갔는데 저는 낯선 환경의 유
치원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가기 싫어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저를 어머니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
아가시면 유치원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뒤돌아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
까? 그 때 유치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도 저는 어머니와 떨어지기 싫어 울었기 때문에 사진 속 모습에는
눈물을 글썽인 채 찍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간직하시면서 아직도 가끔씩 꺼내서 보여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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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한국적응기
친구들과 달랐던 외모
러시아에서의 학교생활
은 때로는 재밌기도, 때로
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어
릴 때부터 외국생활을 하
다 보니 처음에는 외모적
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껴
도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
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면
서 친구들과는 다른 모습
에 많이 힘들어하게 되었
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다
른 색의 머리와 눈, 문화
등을 보고 놀리면서 저
의 학교생활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
습니다. 하지만 하나
님은 제게 좋은 친구
들을 붙여 주셔서 그
런 힘든 상황들을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를 다니게 되었고, 학교에서 제가 좋
아하는 봉사활동으로 어느 정도 인기와 스펙을 쌓아
가던 즈음에 주님은 제게 또 다른 시련을 허락하셨습
니다. 바로 수학 선생님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무슨 이
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제가 못마땅하셨는지
비난하거나 압박하시며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수
학을 좋아했던 저는 더 이상 수학을 즐길 수 없게 되
었고, 제일 의지해야 하는 분을 제일 무서워해야 하는
상황은 저를 절망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런 제게 주님은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부욕
이 강했던 저는 그 선생님이 주는 어려움을 이기기 위
해 버티며 그 시기를 넘겼고, 다행히 그 힘들었던 시
기가 지나가고 11년의 학교생활을 무사히 마치며 졸업
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대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다
사실 저는 누나를 따라 러시아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
었는데 학교에서의 힘든 경험으로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한국에 있는
대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학점과
재외국민의 혜택으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찾
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은 저에게 한동
대학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이 더
좋았고 부모님의 추천을 거절하지 못해 지원가능한 6
개의 대학 중 한동대학교를 6지망에 넣어 준비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상담을 계속하고 한동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에는 한동대학교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
니다. 처음엔 1퍼센트도 안 됐던 마음이 점차 20퍼센
트…, 50퍼센트가 되더니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다섯
개의 대학을 포기하고 한동대학교에만 집중하기로 했
습니다. 결국 저는 2018년 8월에 한동대학교에 합격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2019년 3월 입학을 하였
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저를 한동대학교에 보내시기 위한 시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만난 MK커뮤니티의 위로
처음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던 저는 일단 다른 문화와 학업
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서 한국
생활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저에게 걱정과 두려움
으로 다가왔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저는 인간관계에
서 큰 벽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잘 지
냈던 저는 한국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다른 문
화를 보고 자란 제게는 모든 것이 다 달랐고, 한국생
활에 처음으로 혼자 적응하느라 집중해야 했던 저는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기 새내기들과 많
이 다투게 되었고, 저도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친
구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
나님은 저를 MK 커뮤니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공
동체에서 드디어 저는 회복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
니다. 점점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학기가 마무리
되던 시기에는 잘 못 지내던 동기 새내기들과 화해를
하고 방학 때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는 관계가 되었
습니다.
1학년 2학기에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
짐으로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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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때에 노트북이 고장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추석명절이 되어 서울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 서
울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찾아 노트북을 맡기게 되었
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끝나면 보내주겠다던 서비스
센터는 추석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쳐 연락을 했더니 추석에 일정이 밀려 늦어진다고
만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3주가 더 지나고서야 노트
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린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을 켜자 마자 노트북은 수리 맡기기 전과 똑같
은 증상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연락
했지만 다시 보내주면 고쳐주겠다는 불친절한 답변에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6주차까지 노트북 없이 지내
던 터라 밀린 과제와 일들이 많아 다시 보내기는 시간
이 여의치 않아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음 학기에 전공을 들어가는 상황이라 노트북을 새로
사야 한다는 제 주장에 노트북을 산지 1년도 되지 않
았는데 끝까지 고쳐보라는 아버지의 주장은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졌고, 안 그래도 지쳐 있던 저는 마음의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포기하고 아버
지의 말씀대로 한 번 더 고치기로 하고 아버지의 친구
분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
지의 친구분도 자세한 원인을 찾지 못하시자 그제서
야 아버지는 제게 새로운 노트북을 사라고 허락하셨
습니다. 결국 학기 시작 후 11주차가 돼서야 저는 노트
북을 받아 밀린 과제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2학기에는 노트북 사건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하면
서 공동체 임원까지 하고 있던 터라 갑자기 많아진 일
들로 지친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많은 도움과 위로를 주셔서 다행히
2학기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며 당시에는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도리어 유익하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요, 사건들
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를 통해 하나님
이 저를 더 성장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
이 또 일어난다면 경험을 토대로 더 열심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더 단단해
졌고, 서먹했던 아버지와도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한국인 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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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국에 다녀올 때마다 한국
책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땀보프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제게도 처음 접하는 언어, 문화, 외모 등 모든 것은 낯
설게 느껴졌고, 다른 문화권사람들과 생활하는 것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도시에 한국 사람은 저희 가족
밖에 없었던 데다 외국인도 많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
에 길거리에서나 학교에서 저희들을 신기하게 쳐다보
는 사람들의 시선들은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저희에게 “너희는 러시아
에서 살지만 한국 사람이고 이곳에서 한국을 대표하
는 사람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저희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기 위
해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여주
셨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모임을 할 때마다 한글 성경
을 돌아가면서 읽게 하셨고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설
명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서는 학교에 데
려다 주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
셨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가족방에 성경 말씀과 저
희를 응원하는 말씀을 자주 올려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부모님의 교육들은 자라면서 제게 큰 기준이
되었고 무엇보다 ‘나는 한국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게 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
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MK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
니다. 비록 부모님을 따라 러시아에 가서 낯선 환경
속에 20년의 삶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을 경험했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따라 세계 다른 나라들을 다니는 기
회도 가졌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고통이 있을 때 부
모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결국 고통가운데서도
감사하시던 부모님을 보며 자란 저도 부모님의 신앙
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며 은
혜입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제
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제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제가 가진 달란트로 다
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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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한국적응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국에서 홀로 서기
MK 김하영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MK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태국에 나가
게 되었습니다. 처음 태국에 갔을 때엔, 친구들도 한국
도 너무 그리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
습니다. 부모님이 선교를 가기 전, 단기선교로 태국을
몇 번 오가긴 했지만, 막상 정착하니 생각과 다른 현실
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한국과 매우
달랐지만, 문화와 언어 또한 너무 달랐습니다. 당시 5
학년이라는 애매한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니 너
무나 막막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학
교에서 현지인 친구를 사귀면서 나날이 언어 실력이 향
상되었고, 덕분에 잘 적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
습니다. 그렇게 8년간의 태국 생활을 고등학교 졸업을
통해 끝마치고 대학 진학으로 인해 다시 한국으로 귀국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이전, 장기간 동안 한
국에서 생활을 하였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가족과 떨어
져 지냈기 때문에, 홀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
에 나와 독립을 하게 되니, 고등학교 시절과는 감회가
또 달랐습니다. 그때는 또래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지내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한국에 나와 홀로 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외로움
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적
응이 되었고,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대학 입시를 위해 재외국민 입시를 끝
마친 후 수시 전형 입학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입시가 쉽지만은 않
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친한 선배들의 이
야기와 조언들을 통해 대충 미리 맛보기 경험을 하였지
만, 막상 당사자가 되어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 많은 어
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재외국민 전형 입시를 통해,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좋
지 않은 결과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
이 실망하고 낙심하였지만, 시간이 흘러 생각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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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
시기 위한 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
시 전형으로 입학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
계가 많이 회복되고 있고 더욱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학창시절 또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생
활하면서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진짜 영접하여 믿는 것인지, 늘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와 당연시된 것인지 헷갈리는 순간들
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제가
필요한 순간에만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입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를
위한 길이 따로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
나님을 필요한 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닌, 일상이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갔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여 입시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
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갑작스러
운 코로나 여파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 아르바이트
또한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지만, 감사하게도 적절한 타
이밍에 좋은 아르바이트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
이트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또래 친구
들도 사귀게 되었고, 좋은 분들과 같이 일하며 많은 챙
김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변수들로 계
획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좋은 날들을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살아가며 늘 좋은 일들만 경험한 것은 아
니었지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고귀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졸업 후 독립생활로 홀로
서는 법을 배우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
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현재에 충실하
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매
일매일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피 한국선교회 소식
2020년 정기이사회
GP한국선교회 정기이사회가 2020년 12월 1일(화)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는 줌(zoom)으로 진행되면
서 선교현장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도 참여하였다.
선교사 국내훈련
GP한국선교회는 2020년 10월12일부터 10월23일까
지 9 유닛, 총 11명을 대상으로 국내훈련을 실시하였
다. 이 가운데 3유닛은 단기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인력개발 & 연구개발원
GP가족 멤버 케어 및 그룹 디브리핑(family members
care & group debriefing)을 2020년 11월 16~20일까지
켄싱턴 설악비치 리조트에서 진행하였다. 한국본부와
KWMA 등의 지원으로 15년차 전후의 경력 선교사들 가
정이 참가한 가운데 나눔을 통한 회복과 계발의 시간을
가질수 있었다.
성탄헌금
코로나19로 인해 성탄선물의 해외 배송이 어려움에 따라
모금된 1,560만원의 성탄 헌금은 사역지와 국내에 체류
하는 모든 GP선교사 가정에게 10만원씩 선물비로 송금
되었다.

신임 강정희 간사
한국본부에서 새로이 일하게 된 강정희 간사는 앞
으로 본부에서 재정(수입)과 후원자 관리를 맡게
된다. 네팔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및 주한 네팔대사
관에서 근무하였다.
한국선교회 본부 업무 분장
2021년 2월부터 개편된 한국본부 사역별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전임사역자
•훈련동원 : 임승현M, 김재복M(시니어)
•멤버케어 : 박진영M(외부 선교관),
이병호M(차량/GP선교관)
•MK 케어 : 주희경M
•재정(수입) : 강정희 간사
•재정(지출) : 김미현 간사
•재무국장 : 양삼열M
•사무국장 : 한경성 간사
파트사역자
•웹 & 디자인 : 이창진 팀장
•중보기도 : 조은샘M, 손태숙M
•GP다잇소 : 옥토M
•Global Partners지 : 이현영M

* 한국교회와 후원자들이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많은 물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기부하신 모든 분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된 기부 물품은 반출 대장을 작성해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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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지원
시설소개

행복한 2주를 선사합니다
코로나로 입국선교사를 위한 격리시설 운영

현재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GP선교사들을 위하여 GP한국본부는
인천공항에서 비교적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선교사 격리를 위한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 채의 숙소에는 매월 최대 6유닛이 격리할 수 있는데, 각 숙소에는 인터넷과 취사시설,
화장실 및 세탁기가 독립적으로 갖춰져 있다. 아열대지역에서 온 선교사들은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난방 등에 예상 밖의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도 한다. GP는 이 시설 운영에 매달 2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지만,
격리선교사들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 약간의 자발적 헌금만 받고 있다.
과거에는 입국선교사들이 협소한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힘든 2주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일반주거지와 떨어져 있는 전원지역에서 행복한 격리 2주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GP 자체의 격리시설 마련을 위해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재정으로 지원해 주시며,
가구와 생필품을 지원해 주신 후원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GP
carpe d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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