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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칼럼

‘텅쑥’과 ‘쁘라프라이’부부
태국 박선진 선교사

텅쑥(남 72세)과 쁘라프라이(여 66세)부부는 시내에 있는 우리 교회로부터 약
38km 떨어진 농촌에 살고 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콕짜런’이라는 면(面)이
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나는 이 가정을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
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기 때
문이다. 길가에 세워져 있는 이들의 집은 양철 지붕을 씌운 오래된 2층 집이다.
이곳에서 이들은 농사를 짓고 자녀를 돌보며 살았다. 지금 이 부부는 몸이 불편
하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기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 텅쑥 형제는 신장
이 망가져 있고, 쁘라프라이 자매는 왼쪽 팔과 다리의 마비현상으로 절뚝거리고
있다. 이곳에서 딸과 손녀가 주일이면 함께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교회에 올 때
면 둘째 딸이 차에 부모를 모시고 온다. 만일 딸이 교회에 못 올 경우에는 내가
그 집을 방문하여 두 부부를 픽업하고 있다.
이 부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딸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처음 찾게 되
었다. 사위와 딸의 가정이 주일이면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들도 때로 함께 동행하
게 되었다. 6년 전 이들이 미국에 있을 때에 텅쑥은 신장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사위와 딸은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겼다. 그리고 딸은 부모
를 다시 태국으로 보내면서 꼭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2016년
4월 두 내외는 우리 교회를 출석하며 모두 세례를 받았다. 특별히 텅쑥은 몇 차
례의 위기를 넘겼다. 이후 그는 사역자인 나의 말에 순종하며 열심히 성경을 읽
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의 집에 심방을 갔을 때 그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때로는 교회에 도착하여 성경을 읽는 모습도 보았다. 그러나 지금
텅쑥은 눈이 어두워지고 있어 성경책을 읽지 못하고 있다. 쁘라프라이 자매는 성
경을 펴서 읽도록 도와주면서 함께 천천히 읽기를 시작하였다. 최근에 그녀는 핸
드폰에 성경앱을 깔고 글자를 확대하여 성경을 읽는다. 지난 4월 우리 교회는 부
활절예배를 ‘성경 암송축제’로 드렸다. 모두에게 요한복음 11장 25~26절을 알려
주고,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암송하도록 하였다. 그 자리에 텅쑥과 쁘라프라이부
부도 앞에서 성경구절을 암송하였다.
매주 화요일이면 나와 ‘타낫’형제는 텅쑥 가정을 심방하고 있다. 집 앞에 대나무
로 만든 넓은 평상에 네 명이 앉아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텅
쑥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타낫은 A4 종이에 큰 글씨로 성경구절을 인쇄하여 암송
을 하도록 돕고 있다. 내가 매주 화요일 텅쑥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의 섬김이다. 나의 바램은 이들 가정을 통해서 저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텅쑥과 쁘라프라이 부부가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도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서 하루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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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ary Column

'Tungsuk' and 'Prafrai' couple
Missionary Seonjin Park, Thailand

Tungsuk (male, 72) and Prafrai (female, 66) are a couple who live in a rural area about
38 kilometers from our church in the city. The place where they live is in a town called
Kokjaran, which I visit on a regular basis unless there is a special occasion. Their
family is the only one who believes in Jesus as Lord in that area. Their house, built by
the roadside, is an old two-story house with a tin roof, where they have lived as farmers
and have raised their children. Recently, the couple has been experiencing health issues
and visiting the hospital for regular health treatments. Brother Tungsuk has issues
with his kidney, and Sister Prafrai is limping with paralysis in her left arm and leg.
Their daughter and granddaughter attend church together with their grandparents on
Sundays. When Tungsuk and Prafrai attend church when their second daughter can
drive them by car, and when their daughter cannot attend, I visit their home and give
them a ride.
The couple first came to the church while visiting the home of their second daughter
who lives in the United States. Their daughter and son-in-law regularly attend church
on Sundays, and Tungsuk and Prafrai also accompanied them occasionally. Six years
ago, while they were in the United States, Brother Tungsuk was hospitalized with a form
of kidney disease. Their daughter and son-in-law served their father with lovingly.
When Tungsuk's daughter sent her parents back to Thailand, she made sure that her
parents believed in Jesus and lived a life of faith. In April 2016, the couple attended our
church and both were baptized. In particular, Brother Tungsuk overcame several critical
moments. After that, the brother began to follow my guidance as a minister and began
to read the Bible diligently. I saw him reading the Bible when I visited his house. I also
saw him reading the Bible in church by himself. But now, brother Tungsuk is losing
his sight and is unable to read the Bible by himself, so Sister Prafrai opens the Bible for
him and slowly reads it together with him. Recently, she installed the Bible app on her
phone and has been reading the Bible with an enlarged text. Last April, we dedicated
the Easter service as a 'Memory Verse Festival'. Everyone came to the front and recited
John 11:25-26. There, Brother Tongsuk and Sister Prafrai also memorized Bible verses
in front of the congregation.
Every Tuesday, brother Thanat and I go to visit the 'Tungsuk' family. In front of the
house, four people are sitting on a large bamboo bench, singing hymns and preaching
the word of God. As brother Tungsuk's sight is weakening, brother Thanat helps
Tungsuk to memorize Bible verses with an enlarged font printed on A4 paper. Visiting
Tungsuk’s family every Tuesday is my service as a ‘steward’. My hope is to spread the
gospel to the village where they are living through this family. But more importantly,
I want make sure that brother Tungsuk and sister Prafrai stand right before the Lord.
Thus, this morning, I start the day by praying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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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na do Missionary

O casal TungSuk e Praprai
Seonjin Park (Missionário da Tailâ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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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çá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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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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GP는 신뢰할 수 있는
선교회입니다.
GP브라질 이사장 루이스 삥에이루(Luiz Pinhe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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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Q. 반갑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현재 하나님의 성회 썽미겔 빠우리스타 준지아뻬바 교회 담임목사로 사
역을 하고 있습니다. 29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나이는 50세가 됐습니다. 스
물한 살때부터 교회에서 리더로 사역을 했어요. 열다섯살 때부터 주일 성경학
교 보조로 소규모 구역 모임에서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일곱 살 때 부모
님과 함께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뽈때이리나 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
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공부했고, 신학과(학사) 또한 전공하고 졸업했습니다.
모지(MOGI)시에서 12년 동안 시청 행정 공무원으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1
Q. 가족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메이리 삥에이로’이고, 28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메이리는 사회복
지학을 전공했는데, 저희는 함께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 결
혼을 했지요.
메이리는 제 사역 중에서 특히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 부문에서 아주 큰 도움
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아들 두 명을 주셨는데 현재 25세, 21세
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각자 전공 영역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희 사역에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Q. GP선교회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013년쯤에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저희 도시에
선교 기관이 있다며 저에게 GP를 소개해 주셨
선교하도록 지원
습니다. 마침 저는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선
교단체를 찾고 있었는데 당시 저희 교회 선교
정책과 맞는 선교단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김선웅 선교사를 만나 GP 선교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이사회도 한번 참석해 보았는데 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브라질에 있는 선교회들
이 재정 사용에 있어 교회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고 그 이유로 많은 교회들
이 선교회에 대해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선교비 송
금 문제로 어떤 선교회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선교회에 들어가는 일에 신
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살펴본 결과 GP선교회는 재정면
이나 정책 결정 등 모든 것이 투명하였고 신뢰할 만하여 저희 교회 운영위원
회에서 GP선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정 투명성과 합리적 정책 결정에 큰 감명
소규모교회들도 초문화권

Q. 브라질 GP선교회 이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강요받은 것은 아니고 GP와 협력하는 관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팀들의 지원 속에서 브라질 GP 이사회원으로 가입
하면서 일반 이사로 함께 협력하다가 지금은 이사장까지 된 것이지요. GP를

1.브라질 목회자의 70%는 다른 직업을 가진 이중직 상태로 사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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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알아가면서 선교를 위해 GP선교회와 더 협력
하게 되었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Q. GP와 함께 한 경험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
다면 나눠주세요.
GP선교회와 함께 하면서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었
던 순간은 2015년 브라질의 아름다운 관광지인 깜푸
스 두 조루다옹 시(市)에서 ‘GP국제협의회’로 모였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각국의 GP이사님들을 만날 수 있
었지요. 당시에 각국 이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GP선
교회와 그 사역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
다. 특히 김인중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제 마음 속에 큰 도전으로 남아 있고, 미주 양성일 목
사님의 따뜻함 속에 숨겨져 있는 선교 전략가로서의
지략과 홍승영 목사님의 섬김과 배려에 큰 감동을 받
았습니다. 이것이 GP선교회의 문화구나 하고 느꼈습
니다. 이런 GP선교회에 한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
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워싱턴 DC, 한국, 알
래스카에서 여러 이사님들을 반복해서 만나면서 국제
이사님들의 브라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볼 수 있었
고 그로 인해 저도 브라질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더욱 GP 선교회와 함께 선교를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지요.
Q. 브라질 GP선교회 이사장으로서의 비전이나 목표
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GP선교회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오른팔과 같
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와 함께 하지 않
는 교회 중에서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GP선교회가 브라질에서 인지도가 있는 선교단
체로서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들도 초문화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록 세워가는 것을 저희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Q. GP선교회는 한국베이스로 시작한 단체입니다. 브
라질 사람으로서 활동하며 느끼는 문제점이나 제안할
점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GP선교회가 한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 문
화가 다르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
나 GP국제협의회에서 각국 본부마다 특성을 살리도록
자율권을 부여했고 특히 선교사 훈련에 있어서도 문화
차이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것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중요한 방
향을 잘 정해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선교회나 조직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
다. 서로 문화가 다른 선교사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브라
질GP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모잠비크, 카메
룬, 한국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
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사회가 이
런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
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사회
의 존재 이유라는 것 역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Global Partners 잡지가 최소 2개
의 언어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포르투갈어 아니면 영어로 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행 및 번역 김선웅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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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날은 행복했어요
파라과이 이복래 선교사

몇 마디 외운 단어로 길거리 전도 시작
파라과이에 도착하여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구입하
고 한서 사전을 옆에 두고 현지인 영어교사 한 명을 개
인 선생님으로 모셔 언어공부를 하던 일이 엊그제 같
다. 단어를 외울 겸 또 공부한 것을 복습하기 위해 잘

하지 못하면서도 몇 마디 외운 단어로 열심히 전도하
곤 했다. Maria Ocampo 선생님은 당시 우리를 통해
처음 예수를 영접하여 첫 세례교인이 되고, 첫 집사가
되고, 우리 기독교 예술 유초중고등학교 교장까지 된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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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몇 단어를 외워 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내가 말(스페인어)을 잘 하는 줄
착각한 가게 주인은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나에
게 하셨다. 그럴 때면 못 알아 듣는다는 얘기는 못하고
집에 바쁜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집으로 뛰어오는
일도 간혹 있었다.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마치면 아이들을 6시에 학교에
보냈다. 한마디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간단한 단어
하나 외워서 파라과이에서 한국 전도지를 들고 길가면
서 전도를 하였다.
이곳은 너무 더워 이른 아침 7시에 학교 수업을 시작
하여 오전 11시에는 다 마친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난 후에 청소를 하려 하니 바퀴
벌레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너무 많아 어찌 할 수
가 없었다. 우리집 옆가게에 가서 바퀴벌레약을 사
려 했는데 집에서 외워왔던 바퀴벌레라는 단어를 까
먹어버리고 그 순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 검정이
Negro라는 단어는 생각이 나서 “네그로” 하고 손짓으
로 벽을 타고 올라가는 시늉을 하였더니 주인 아주머
니가 “아! 꾸카라챠!” 하고 웃으면서 바퀴벌레 약을 주
어서 그 약으로 바퀴벌레를 소탕하고 청소할 수 있었
다. 그 다음부터 가게 주인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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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학생이 이젠 학부형
그래도 가게 아주머니는 주일예배에 자신은 못 오더라
도 딸 둘을 곧잘 보내주고 이웃 어린이들까지 모아 보
내주어 우리집에서 주일학교 예배가 자리 잡히기 시
작했다. 지금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부
형이 되어 있다. 그때의 어린 아이가 이젠 엄마가 되어
아들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입학시키러 올 때는 너무
반가웠는데, 그 아들이 벌써 중 3이 되어 있다. 참 세
월이 빠르다.
새벽 기도 후의 길거리 전도는 사실은 지리를 익히려
고 열심히 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 전도지 한장으로 갈
보리 교회가 세워졌다. 당시에 시장에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전도지를 받아간 짐꾼 아저씨가 그걸
자기 아내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는 매주일 교회에 다
른 어른이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그 성도의 동네에 가서 구역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 동네는 놀라울만큼 가난한 무허가 빈민촌
이었는데 성도가 너무 많아져서 구역예배에만 60~70
여명이 모이게 되어 결국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하루에도 사계절이 공존하는 온도 격차
이곳 파라과이에는 하루에도 4계절이 있다. 30여년 전
처음 이곳에 도착하여 가정들을 방문하였을 때는 ‘정
말 사람들이 게으르구나, 안 입는 옷들은 장농에라도
좀 넣어두지...’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날씨가 아침에 3~5도, 낮에는 35~40도, 1월
에는 간혹 53도까지도 올라가고, 저녁에는 20도, 어제
밤 우리 방안 온도는 35도… 이런 식으로 하루의 온도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 머리가 자주 아파 버스 안이
나 길거리에는 아스피린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 알고
보니 그때의 우리는 한국 기후에 적응된 체온이 그대
로 있어서 현지인이 겪는 계절이나 기온의 느낌에 대
한 감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1~2주간 단기 선교 다녀간 팀들이 사역지 상

선교사 행전

황을 잘 모른 채 현지 선교사보다 더 잘 아는 듯이 행
동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는 우리도 파라과죠가 되었는지 감기도 달고 다니고
하루에도 온 방에 4계절 옷이 다 주렁주렁 걸려있다.
헌옷 파는 창고같이 말이다.
식비와 생활비가 모자라던 사역자
어느 날 교회 지교회 전도사님의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심방을 가보니 아이들은 5명이고 식비와 생활비
가 모자라 목회를 할 수 없어 다른 일로 돈을 벌기 위해
교회 목회지를 떠나겠다고 울먹이면서 하소연을 하였
다. 남편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우리도
한국에서 신학생 시절과 전도사 시절에 어려움이 많았
다는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
해 한국에서 사가지고 왔던 학용품들과 쌀, 국수, 설
탕, 식용유, 밀가루, 과자 등 여러가지 식품을 준비하
여 다음날 다시 가서 드리며 사모님을 위로하고 힘내
어 계속 목회할 것을 권유한 후 돌아왔다. 이후에 그
전도사님은 목회를 잘 해내어 섬기던 교회가 자립하
는 교회가 되었고 여섯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자라 학
교 교사와 변호사 등 좋은 직장에서 모두 일하고 있다.`

분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는데 연세가 좀 많은 여
집사 교사 한분에겐 교재를 드리고 집에서 많이 읽고
준비해 오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몇십 명의 아
이들을 앞에 앉혀 놓고 교재를 읽기만 한다. 애들은 듣
는지 안 듣는지 난장판이 된다. 그래도 감사할 뿐이다.
한마디만이라도 마음에 담아 간다면…
어떤 반은 중학생을 교사로 세우기도 했다. 교사가 모
자라 한반에 무려 6~70여명을 바닥에 앉혀 놓고 바
깥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선풍기도 없는 교실문을 닫
아 놓고 공과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땀
을 흘리면서도 잘 듣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는지 모른다.
회충약만 먹여도 혈색 돌아와
애들 머리에는 이가 많고, 배가 아프다는 애들도 많았
다. 신발을 거의 신지 않고 다녀 어떤 아이들은 열 개
의 발가락 사이에 상처와 고름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
고 마음이 아파 연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픈 상처에

봉고차에 매달리며 환영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지 한장으로 세워진 두번째 갈보리 교회를 함께
섬겨주신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특히 교사팀
들도 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오전에 할렐루야 교회 예
배를 드리고서 오손도손 둘러 앉아 점심을 먹고 나면
성도들은 갈보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간식을
만든다. 어떤 때는 소시지빵, 어떤 때는 옥수수 팝콘,
어떤 땐 햄버거를 만들어 가는데, 특히 팝콘 만들 때는
더 덥다. 옥수수를 튀기는 분들과 봉지를 펴는 분, 봉
지에 담는 분, 봉지 묶는 분, 모두 비지땀으로 범벅이
된다. 그러나 웃음꽃은 떨어지지 않는다.
준비를 완료하여 갈보리교회에 다다르면 동네 입구부
터 아이들이 마중을 나와 봉고차에 매달린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며 못하게 해도 소용이 없다. 위험하지
않게 자동차 속력을 낮추어 교회 문 앞까지 조심스럽
게 가는 수밖에 없다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로 학년별로 분반 성경공부를
하면서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은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교사가 모자라니 같이 봉사하며 참여하는

GLOBAL PARTNERS

9

발라 주기도 했다. 어느 날 아이가 배가 아프다 하는데 할머니가 바나
나 잎을 배에 덮어 주는 것을 보고 뭐 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하면 아
픈 배가 안 아프게 된다는 것이었다. 회충이 있어 배가 아프다는 것을
직감하고 해마다 회충약을 5~6천개씩 준비하여 일년에 두번씩 회충
약을 나누어 먹여주었다. 놀라운 일은 회충약을 먹인 후부터 시간이
지나자 머리카락 밑도 깨끗해지고 얼굴 혈색이 돌아오는 것이다.
애들은 열 여덟 명, 침대는 두개
심방을 가 보면 움막 하나에 온 가족이 사는데, 그나마 천장에 구멍
이 이곳 저곳에 나 있고, 벽에도 이곳 저곳이 뚫려 바람이 통할 지경
이었다. 한 집에는 심방 갔더니 움막 앞에 신발이 무려 30여짝이 있
었다. 깜짝 놀랐다. 더 놀라운 것은 애들은 18명이 있는데 침대는 두
개뿐인 경우였다. 어떤 집은 흙바닥의 침대 위에는 식구들이 자고,
침대 밑에는 닭과 개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다. 너무 너무 가난하
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저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도 가르치고 한끼 식사가 되도록 간식도 준비를 잘해 주일날이면 항
상 200~300여명이 들죽 날죽 잔치집과 같았다.
파라과이 날씨는 여름은 보통 35~40도, 어떤 1월에는 53도에 육박
한다. 그 더위에도 목이 터져라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겨울에는
아침에 소도 얼어죽는 4~8도, 낮에는 30~40도라 온도 차이로 땀구
멍이 수축이 되지 않아 동사하는 경우도 있어 담요를 구입하여 따뜻
하게 밤을 보내게 하기도 했다. 그 흔한 수박을 평소에는 잘 먹어보
지 못하는데 어떤 때는 농수산 시장에 가서 70통을 구입하여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봉고차의 한쪽 쇼바(Shock absorber 완
충기)가 나가버린 웃지 못할 일도 추억으로 남아있다.
영부인 앞에 두고 5천명 대상의 전도집회 진행
처음으로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는데 어느 성탄절에 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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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파라과이 제일 가난한 동네를 10곳을 택하여 성
탄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 갈보리
교회 동네도 당첨되어 자동차가 무려 10여대와 군인
들이 대형 트럭에 1,000봉지의 선물을 싣고 왔다. 한
가정에 한 봉지를 주는데 미리 티켓 1,000장을 만들어
1,000가정 각 집을 전 성도가 구역을 나누어 한 가정
에 한 장의 선물 티켓을 나누어 주었다. 이 동네는 보
통 한집에 식구가 5~8명은 된다. 당시에 선물 받으려
5천여명이 몰려 왔는데 우리는 단 한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으로 무대를 준비하였다. 대통령 영부인이 5분 연설을
하는 가운데, 우리 학교 학생은 찬양팀이 되고 정금태
선교사는 열심히 15분전도 설교를 하여 5천여명이 모
인 멋진 전도 집회가 되었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우리 집엔 큰딸, 둘째 아들, 셋째 딸이라는 귀여운 자
녀들을 주님이 맡겨 주셨다. 큰딸은 고3때, 둘째 아들
은 고1, 막내는 초등 6학년때 파라과이로 오게 되어 자
녀교육에 대해서 우리보다 주위 사람들의 걱정이 더
많았다. 다들 한 학년 낮추어 학교를 보내라고 조언
을 해 주셨다. 그러나 내 판단은 달랐다. 한 학년 낮추
어 학교 다니나 제 학년에 학교 다니나 말 모르는 것
은 매 일반인데 낮추지 않고 제 학년에 등록하여 공부
를 하게 하였다. 말을 못 알아듣고 숙제도 못하고 학교
수업시간에 앉아만 있다가 돌아오니 얼마나 힘들었겠
는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도 수고 많았지?’ 하고
위로의 말만 했다
어느 날 아이들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나서 가보았더니 막내 다운이가 울면서 2층 침대를 걷
어차서 나는 소리였다.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어른
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일년 되면 스페인어를 잘한
다고 했는데 내가 잘하기는 뭘 잘하냐, 학교 가면 아직
말도 잘 못알아 듣겠는데!” 하면서 엉엉 울지 않겠는가?
무슨 말로 위로 해야 할지 암담하고 가슴이 먹먹했다.
어느 날 막내딸 다운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버스
를 잘 못 타서 다섯시간이나 헤매다 온적도 있다. 온가
족이 나섰지만 초비상이 걸려 발을 동동 굴렀지만 찾
을 길이 없었다. 어떤 분이 길을 잃고 헤매는 다운이를
학교앞까지 오토바이로 다시 데려다 주어서 다운이가
버스를 타고 무사히 집까지 오게 되었다. 오전 12시전
에 집에 오던 아이가 오후5시경에 도착하던 날 온가족
이 같이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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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버스가 오던 길 반대편에서 타면 같은 번호
니까 되는줄 알았는데 여기 파라과이에는 완전히 일
방통행이라 너무 많이 다른 길로 집에 돌아오는 버스
가 있었고 같은 번호라도 색깔이 다른 것은 다른 곳
으로 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칫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파라과이의 ‘정트리오’
하나님의 축복속에서 낙오되지 않고 한 계단씩 다 올
라간 큰 딸은 고3과정을 잘 졸업하여 파라과이 대학에
입학하였다. ‘파라과이에도 좋은 것이 많이 있을 것이
니 여기서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며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어가며, ‘모
든 것이 내가 계획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
을 다하자고 다독이곤 했었다.
아이들이 언어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을 좋아하니 한국에서 공부하던 피아노를 계속 배
우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간절히 기도하며 선생님
을 찾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
었다. 소개받은 Miranda 선생님은 파라과이에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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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페인계 음악인이셨고 Miranda 선생님의 제자가
그 당시 파라과이 국립오케스트라 지휘자였다. 아이
셋을 데리고 선생님께 갔더니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시
면서 큰딸 헌이에게 너는 실력은 좋으나 낮은 레벨에
서부터 정확히 배우라고 하시며 동양과 서양 음악식의
피아노 치는 법을 동시에 가르쳐 주셔서 파라과이에서
피아노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파라과이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 비올라 파트에
서 유명한 연주도 하게 되어 큰딸 덕분에 파라과이 특
별 행사때 마다 하는 연주회에 참석하는 호강을 누리
기도 했다. Miranda선생님 덕분에 막내 다운이도 같이
피아노와 풀룻을 배우게 되었다. 한번은 파라과이에
있는 아르헨티나 문화원에서 주최한 ‘한국의 밤’이라는
공연에 우리 아이들 세명이 특별출연 초대를 받아 피
아노 첼로 바이올린 3중주로 파라과이 국가와 민요와
한국 ‘가고파’ 가곡을 연주하여 정트리오 연주를 크게
칭찬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는 기쁜 일도 있었다.
대학 문제도 시집 장가가는 문제도 제 때 제 시기에 공
부를 마치게 하시고 세 자녀가 은혜중에 혼례를 치르
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 주셨고 자녀들 셋이 모두
세명의 자녀를 두어 아홉 손자 손녀를 주신 것은 축복
중에 아브라함의 축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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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없는 차로 교회 세 곳 개척
다시 현지교회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 본다. 그런 무덥
고 찌든 날씨에도 7년동안 에어컨 없는 고물차를 타
고 우리 애들 셋과 같이 오전과 오후에 두 곳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던 시절
이 생각난다. 고맙기도 하지… 내가 낳은 자식들이지
만 어찌나 순종을 잘하던지, 에어컨 없는 차를 가지고
세 곳을 예배 드리고 오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그 더
운 차에서 골아 떨어져 자는 것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했다. 그래도 그 차를 가지고 교회 세 군데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었으니까 감사할 뿐이다.
남편 정선교사가 손수 설계도 하고 공장에서 재료를
도매로 사서 교회당 여섯 곳과 학교를 건축하고 신학
교를 건축하면서 점심을 많이도 만들어 날랐고, 무더
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간식과 음료수를
나르며 섬겼던 일이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간다
좋은 차를 살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매주마
다 교인이 늘어나니 예배 처소는 없고 노상에서 예배
를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비가 오든지 한겨울 추운
날씨가 닥쳐오면 그 추위를 감당 못하여 교회당을 먼
저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간혹 어떤 분들은 건물 짓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핀잔을 주는 자들이

더러 있는데 보릿고개를 넘어보지 않은 자는 배고픔을
모르고 예배당 없는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과 고통을 알 리가 없을 것이다.
9년차가 되던 해에 드디어 에어컨 있는 차를 구입했
다. 물론 중고차였지만… 그러나 중고차라 문제가 많
아 사흘 걸러 차병원을 가다보니 튼튼한 차가 선교사
역지의 좋은 동역자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학교와 교
회가 성장하다보니 교회와 학교용 봉고차를 한 대 샀
는데 에어컨 없는 것은 매 일반이다. 25년 정도 지나니
자동차가 사흘이 멀다 하고 수리공장에 간다.
어느 해 단기 선교팀이 왔다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니
창문을 열어도 더운 바람이 들어오고, 차가 서면 밀기
도 하고, 자동차 공장 사람이 차 고치느라 오가기도 하
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다.
그러나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우리는 행복하니까요, 우리 마음에는 웃음이 넘치니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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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는 길
전진영 선교사

아내의 검은 혈변
2017년 9월부터 아내가 양 다리에 쥐가 난듯 아프다
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2003년 초에 교회 파송으로 미
얀마에 들어왔다가 9년을 보내고 태국으로 온 지 7년
을 보낸 시점이었다. 통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아내
는 밤에 장시간 마사지를 해주면 어느 정도 잘 수 있었
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으레 그렇듯 일상으로 돌아가
아이들 챙기고 학부모로서 학교 일이며 한인교회 성도
로서 교회 일, 과외교사로서, 선교사로서 주 중과 주말
을 성실하게 보냈다. 저녁 식후에는 습관처럼 아내는
친구 몇 명과 함께 마을을 돌며 산책하곤 했다. 그렇
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미얀마 샨족
교회 식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
했다. 물론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도 있고 어김없이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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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는 재정적인 압박도 만만치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
고 때마다 인내하다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넘어가곤 했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족은 늘 행복했고 감사
할 이유가 늘 있었다.
그러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처하던 양 다리의
통증이 점차 심각해져갔다. 치앙마이에서 이름 있다는
중의원을 찾아가 침을 몇 차례 맞고서 한쪽 다리의 통
증이 현저히 줄었다. 안심이 되었지만 한쪽 다리의 통
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리를 주물러야하는 시간과
날이 늘어갔고 어느 날 낮에 아내가 화장실을 다녀오
고 나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인터넷을 뒤졌다. 검은 혈
변이 나온 것이 수상쩍었던 것이다. 이래저래 알아보
더니 아무래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지인 의사선교사
님께 문의를 하니 암 가능성이 많으니 귀국하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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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으라는 조언을 하셨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큰
아이 지강이는 이미 귀국하여 이모 집에서 머물고 있
었기에 남은 두 아이(혜강,은강)의 거처를 알아보고 급
히 귀국하였다. 그때가 2017년 말 겨울이었다. 처제 집
에 머물면서 삼성병원을 다니며 아무 조치 없이 한 달
여간 지치도록 검사만 했다. 결국 직장암말기 판정이
나왔지만 이미 아내는 녹초가 되어 있었다.
아내와 나는 처제 집에서 나와서 용인 수지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을 중심으로 여러 방식의 치료를 받으면
서 지냈다. 한 달여간 보령 요양원에서 지낼 때는 숙
식과 숲속 산책운동을 겸할 수 있어서 좀 더 여유로웠
지만 찾아오는 통증엔 감당이 안 되었다. 결국 그때부
터 진통제를 먹어야했고 이후로 극심한 변비에 시달려
야 했다. 지혜롭지 못했던 우리는 주변의 도움에도 불
구하고 자주 어리석은 결정을 하거나 뒤늦은 결정으로
후회를 하곤 했다.
나를 위해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러나 아내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를 한시도 놓
치지 않으려고 했고 주를 향한 호소를 포기하지 않았
다. 통증에 밤을 지새우며 온몸으로 울고나서 아침에
내게 고백하길 “주께서는 나를 위해 이보다 더한 고통
을 당하셨어. 내가 이제야 주께서 날 사랑하시고 구원
하셨음을 실감하게 되네요, 여보” 물론 매일 이렇게 고
백하며 살 수는 없었지만 아내의 이 고백은 우리 안에
서 사라지지 않는 감사였다. 우린 조금만 몸이 괜찮아
지면 인근 공원에 가서 걷거나 가까운 집 앞에 있는 산
을 오르며 산책을 했다. 하체가 붓기 시작하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홀로 화장실 가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서야 아내를 설득해서 장루수술을 결정했다. 그리고
용인 서울대병원에서 장루수술 후 바로 용인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곳에서 편하게 통증관리하
면서 다시 힘내어 회복의 시간을 갖자는 게 우리의 마
음이었지만, 그곳 주치의와 간호사는 나의 이 말에 침
묵하셨다.
호스피스병원에서의 시간은 특히나 잊을 수가 없다.
매일의 예배 속에서 아내는 미소가득하게 찬양했고 손
을 들어 가녀린 목소리에 마음을 담아 드렸다. 그리곤
두 달이 되어갈 때쯤에 병원의 배려로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점차 목소리에 힘을 잃어가던 아내, 통증관리
로 인해 자주 찾아오는 졸음, 잠들지 않으려 애쓰는 그

의 노력이 잔뜩 올라간 눈썹으로 표현되었다. 먹고싶
다는 것은 주고 싶었지만 단 것을 먹고 싶다할 땐 거부
감이 들었다. 난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있었기에 “조금
만 먹자, 조금만 먹자” 했다. 혹시라도 모른다 싶어서
사진도 찍어두고, 목소리도 담아두었다. 아내는 부모
님에 대한 염려가 늘 있던 터라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해선 구원 얻는 믿음을 내용으로 간단하고 쉽
게 전도를 했다. 이미 의식이 희미해져가고 있었지만
힘을 다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도 남기고픈 말을 녹
음하자 하니 흐느끼며 “세 아이가 모두 지옥가지 않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들려준
다. 선교지에 남겨놓은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는 미안
한 마음, 후회가득한 마음으로 주께 회개했다. 그리고
일반 병동에 머문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아내의 기력
이 현저히 저하되고 잠드는 시간이 늘었다. 담당의사
는 참담한 말을 전해준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난 아내가 몇 달은 더 있을 거라고, 최소 올해
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며칠 전만 해도 늘 하
던 대로 휠체어에 태우고 주변 산책을 하며 함께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던 터였으니까...그러나 2019년 10
월 10일 밤 마지막 진통제를 맞고 잠든 아내는...내 사
랑하는 아내는 그렇게 깊은 수면 중에 숨을 멈추었고
주께서 부르셨다.
남겨진 가족에게 주는 복음의 위로
아내를 호스피스 병원의 매장지에 안장한 뒤 2주간 호
스피스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지냈다. 아내 곁에 있
어야했기에 아내가 있는 언덕을 가꾸고 다듬었다. 병
원 주변 화단이며 잡일도 마다않았다. 일과가 마치면
병동의 몇 환자 중 세 분을 만나서 교제했다. 아내가
떠나간 방에는 두 번 가봤다. 주체 못할 그리움과 아픔
이 몰려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2주후 집으로 돌
아온 나는 그때부터 아내가 없음을 실감하기 시작했
다. 그렇게 수개월을 보내고 1년을 보냈다.
아내가 낙원으로 간 이후 아이들의 자리가 잡히자 난
곧바로 사역지로 갈 것을 정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1년
안식년을 결정했다. 아이들 모두 제 삶을 찾아간 듯했
다. 그러나 딸 혜강이는 그렇지를 못했다. 여전히 엄마
가 그리워 마음에 큰 상처와 구멍이 있었다. 다행히도
지강이와 은강이에게서는 시간이 지나도 큰 상처는 느
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감추고 있거나 아직은 못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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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건지도 모르지만...이런 가정 위에 주께서 주시는 위
로는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가 이생에 사는 동안에도
위로이며, 죽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위로는 강력하며 동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위
로가 된다. 지강이가 어느 날 아빠와 영화를 같이 보고
싶다 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 함께 근처 영화관을 찾
았다. 집에 오는 동안 차에서 지강이가 “아빠 저 엄마
랑 예수님 봤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글쎄 영
화를 한창 보는 중에 화면이 하얘지며 흰옷 입은 예수
님이 서 계시고 그 곁에 엄마가 서계셨어요. 주변에 천
사들도 보였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막상 아내
가 떠나고 나니 확인하고 싶었던 사실이었다. “지강이
는 좋겠구나, 넌 평생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을 테니...” 사실 이런 vision이 모두
에게 절실히 필요한건 아니지만 실의에 빠진 자들에게
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된다. 당장 장모님에게도 필요한
소식이었기에 내용을 보내드리라고 했다. 장모님이 걱
정이다. 슬픔이 깊어져 가시는지 식사량도 줄고 운동
량도 줄었다. 내가 미얀마로 떠난다고 하니 더 마음 아
파하시며 우신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내게 건강을 조
심하라고 당부하신다. 장모님을 가만히 곁에 보고 있
으면 아내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귀엽고 사랑스런 아
내의 모습이 장모님에게서 보여지다니...이 세상에 아
내의 모습을 간직하신 유일한 분.
10년 만에 맡아보는 미얀마의 향기
아내는 내가 미얀마로 가고자하는 간절한 마음을 알았
기에 자신의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 남편..
미얀마가 그리워 못잊는 사람, 주께서 그에게 미얀마
의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 말에는 한시라도 자기
곁에서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속마음도 담
겨 있다. 안식년을 마칠 즈음에 미얀마 출국 준비를 시
작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고 얼마 후엔 쿠
데타 소식이 들려왔다. 나 역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느꼈기에 한 달을 연기했고 이어서 상황이 심각해지는
바람에 5월에나 출국이 가능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정 즈음에 양곤의 불빛이 내려다보였다. 참 오랜만
이다. 공항에 내려 호텔가는 길, 통금시간이 넘어선지
조용할 뿐 군 초소가 군데군데 보였다. 드디어 10년 만
에 맡아보는 미얀마의 향기... 홀로 왔지만 난 감격했
고 감사로 벅차했다. 사실 주께서 내게 사역지를 안주
실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래서인지 출국 연기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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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에게 조급한 마음에 투정도 부렸다. 2017년 말에
귀국해서 햇수로 5년이 되었으니 내 감정을 이해하시
는 분들이 많으실 듯하다. 10일의 격리기간 동안 호텔
방에 있으며 맛보는 미얀마 음식, 창문을 열고 맡는 양
곤의 독특한 공기향, 집들을 덮는 울창한 나무들, 통치
마 입고 걷는 사람들... 참말 내가 여기 와있구나 싶어
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 특히나 주께서 내게 다시
일자리를 주셨음에 대해 더욱 그랬다. 사실 난 아내에
게 행한 잘못이 참말로 많다. 그것들을 나열하자면 끝
이 없을 것이니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여기선 생략하
지만... 그래서 난 더욱 두려웠다. 그 일로 날 책망하시
고 아내를 불러 가시고 이제는 사역도 폐하실 것만 같
아서였다. 주 앞에서 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다. 내 잘못도 내 어리석음도 내 무능함도... 특히 투
병기간 중 아내에게 잘못한 많은 것들이 날 괴롭혔다.
그리고 1년간 내게 주신 공부의 기회는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아내의 빈자
리에 성경을 듣고 배우는 지식으로 조금씩 채워지면서
속절없이 울던 시간도 점차 줄어 갔었다.
아직은 이전에 교제했던 선교사님들에게 일일이 인사
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다. 여전히 아내를 잃은 죄책감
도 남아있어 면목이 없기도 하고 그분들도 날 대하는
것이 이전 같지 않을 것이기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
니 망설여진다.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면 그때 인사
드려야겠다 싶다.
앞으로 계획
양곤에 와서 전부터 이어가길 원했던 것들이 있다. 내
가 하고픈 것을 찾는게 아니라 현지교회가 필요로 하
는 것을 찾는 것, 무엇보다 주께서 자신의 몸 된 교회
를 위해 기뻐하실 일을 찾는 게 우선이다. 먼저 교회에
필요한 책자들을 만드는게 좋겠다 싶다. 특히나 교회
가 늘 들어야하고 품고 고백해야할 신앙고백관련 책들
이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교회를 위해 필요한 기
본적인 서적들을 번역해야 그 터 위에 내 일이 시작될
듯하다. 가능하면 단기간에 기본적인 서적들이 충분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
을 것이다. 여기에도 현재 좋은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
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서는 부족한 책들이 여전히 많
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잠시 책방에 전시되었다가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책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내용
이 쉽고 가벼운 설교나 해설집도 필요하지만 보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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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고 심도 있게 성경을 열어주는 내용의 책들도 분
명 필요하다. 그런 갈증을 채울 신학서적들도 필요할
것이고 관련된 다양한 안목과 깊이의 책들도 필요하
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리스도의 몸에 혈색
이 살아나고 근육이 커지고 근력과 심력이 늘려면, 주
께서 세우신 목표와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방식을 소화해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늘어나고 대를
이어가줘야 한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을 진 모르지만 이 목표를
갖고 매진하고 싶다. 그래서 틈틈이 건강도 챙기고 공
부도 꾸준히 하려고 한다. 미얀마어가 시작하기 쉽고
계속 공부하는 재미도 있다. 여전히 발음이나 어휘량,
표현법에는 턱없지만 성경을 마음껏 연구해서 신자들
이 그들의 귀로 이해할 만큼 설교할 수 있으면 족하다.
사실 성경을 가르치는 때만큼 가장 복스럽고 흡족하고
감사한 시간도 없다. 내 영혼을 다 쏟아서 이 귀한 복
음의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담아주는 작업은 우리 사
역자들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기회이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반응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드디어 개방하신 하늘
의 비밀들이 쏟아지는 그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것들
을 경험하는 영혼들을 보는 것을 어디에다가 비교하겠
는가! 지난주에 도심을 약간 벗어난 지역의 주일학교
예배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 첫 설교였으니 설교

를 마친 감격도 남달랐다. 주께서 내게 이곳에서 복음
사역자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확인이며 확신이었으
니까...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가 위기에 있어도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신앙 위에 건강하게 서있다면 그 민족과
나라는 충분히 성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곳
에서 한 현지인 목회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정부
의 압력과 감시, 코로나로 공예배가 어렵지만 주 중의
시간을 쪼개어서 모임을 분산시켜 갖는다고 했다. 쉽
지 않은 일인데도 그것을 지금껏 해오고 있다한다. 개
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운 것이 여러모로 많을 텐
데 불평 없이 과업에 충실한 이런 분들이 내가 이 땅에
서 따라야 할 모범이다.
큼지막한 사태가 이곳에 두 개가 겹쳐 일어났다. 그런
통에 그간 쉬지 못했던 선교사들이 피난 겸 안식차 귀
국하신 분들이 늘어났다.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는 건
현지 목회자들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과 함
께 신실한 집주인처럼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 나누는
지혜롭고 충성스런 천국의 제자로 살고 싶다.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따르다가 그의
부름으로 하나 되어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천국의 모든 제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가
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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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이해와 선교 전망
YDJ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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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COVID-19 상황 속에서
군부 쿠데타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나
라가 있다. 바로 미얀마이다. 미얀마는 인구의 약 90%
가 불교도이며 135개 종족이 삶을 함께하는 다민족국
가로, 주종족인 버마족을 비롯하여 수많은 미전도 종
족이 살고 있는 국가이다.
퓨족의 후예 ‘버마’족의 세력 확대
9세기 경까지 선주민인 퓨족이 살고 있던 미얀마에 제
부족들이 남하해 오는 가운데, 퓨족의 후예를 자처하
는 버마족들이 세력을 확대하여 11세기 경 아노야타
왕이 버마족을 통합하여 바간 왕조를 세웠다. 그는 몬
족으로부터 상좌(소승)불교를 도입하여 대대적으로 불
교를 육성하였다. 바간 왕조는 6만여개의 크고 작은
사탑과 절을 남기고 13세기 경 몽골의 침략에 의해 역
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후에 혼란기의 잉와 왕조/한따와디 왕조(13~16세
기), 부흥기의 따웅우 왕조(16~18세기), 마지막 왕조인
곤바웅 왕조(18~19세기)의 티보 왕을 마지막으로 미얀
마의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886년부터 1948년
까지 영국(59년)과 일본(3년)의 식민지배를 거치며 공
식적으로 1948년 1월4일에 독립을 선포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미얀마의 국부로 추앙받는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활약은 지대했다. 아웅산 장군은 미얀마
독립운동을 위해 '30인 동지회'를 이끌며 영국을 몰아
내기 위해 일본을 이용했는데, 이후에는 일본을 몰아내
기 위해서 다시 영국을 끌어들여 런던에서 영국과 담판
을 짓고 미얀마 독립을 이끌어 낸 정략가이기도 하다.
그가 1947년 7월 19일 내각 회의 중 암살을 당하고 '우
누'가 버마의 초대 총리가 되며 버마는 혼란한 가운데
1948년 1월 4일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하게 된다.
군부 쿠데타의 연속선상인 현대사
미얀마의 현대사는 한마디로 군부 쿠데타의 연속선상
에 있다. 1948년~1961년까지 민주주의 혼란기를 보내
고, 1962년 '네윈'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우 누'를 실
각시킨 뒤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선포하며 버
마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17명의 '혁명 평의회'
를 결성하여 사회주의 경제하에 자립 갱생의 길로 나
아갔지만 버마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로 1950년

대 동남아시아 부국 중에 하나요, 한국의 6.25 전쟁 때
는 식량 지원까지 했던 미얀마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
나로 전락하게 된다.
1988년 미얀마 기술대 학생과 군인과의 개인적인 싸움
이 도화선이 되어 경제적인 불만이 쌓여 있던 미얀마
전체 국민의 민주 항쟁이 일어나게 되자 '소 마웅'은 군
부 내 쿠데타를 일으켜 네윈을 실각시키고, 국명을 버
마에서 '미얀마(미얀마 연방 공화국)'로, 랭군을 '양곤'
으로 바꾸는 등 여러 지명을 개칭하게 된다. 당시 내세
운 이유는 영국 지배시 사용하던 명칭이라는 것이었는
데, 한편으로는 버마라는 국명이 주종족인 버마족의
명칭이므로 타종족 민심을 추스리려는 일종의 계책으
로서 미얀마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을 위
시한 서방 국가는 아직도 미얀마라 부르지 않고 버마
라고 호칭하고 있다.
1988년부터 미얀마는 사회주의 노선을 버린 가운데 강
한 군부독재 국가형태로 군부가 2010년도까지 집권하
였다. 1988년 이후 아웅산수찌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
의민족동맹(NLD)'이 1990년도 총선에서 압승하였지
만, 군정은 이를 무효화 시키고 아웅산수찌 여사를 가
택 연금하였으며 총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1992년 4월 '소 마웅'이 건강상의 문제로 권좌에서 물
러나자, '딴쉐'가 모든 권력을 이양받아 부패 청산이란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며 2011년까지 19년간
집권하였다.
1996년에는 미얀마 관광의 해로 지정하여 외국에 대하
여 조금씩 빗장을 열기 시작했다.
2005년까지는 인터넷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에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수도를 '네비도'로 이전하였는데, 이 배경
에는 한 승려가 양곤이 수도일 경우 군부의 집권이 오
래가지 못한다고 예언하면서 요새화되어 있던 네비도
로 수도 이전을 권유받아 이전했다는 웃지못할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2007년 8월15일 천연 가스 가격 약 5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약 2배로 올리면서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양곤
과 만달레이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킨 게 도화
선이 되어 승려들까지 시위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이 샤프란 크로커스 꽃 색깔의 승려복을 입고 반정
부 시위에 나섰기 때문에 이 시위는 일명 '샤프란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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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리는데, 이 항쟁은 약 한 달 반 만에 민주화의
열망만을 남긴 채 군부의 진압으로 끝이나 버렸다.
2010년 11월 인권 문제를 들어 미얀마를 아세안 10개
국의 경제동맹체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압
력에 미얀마 군정은 아웅산수찌를 드디어 풀어 주게된
다. 하지만 2010 총선에서 야당(NLD)이 보이콧을 선
언하므로 총선에서 여당(USDP)이 압승하였고, 자동으
로 2011년 군복을 벗고 출마한 '떼인세인'이 대통령으
로 선출되어 2015년까지 집권하게 되었다. 떼인세인
집권동안 88년도 민주항쟁 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과
정치범들이 대거 석방되었다.
그런데 2012년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아웅산수찌 여사가 이끄는 NLD 당이 85%라는 압도적
인 득표율을 얻으며 45개 투표지역 중 43개 지역을 승
리로 장식하게 되었다. 이후 2015년 11월에 치러진 총
선에서도 아웅산수찌가 이끄는 NLD당이 88%의 득표
율로 압승을 거두게 되었다.
미얀마 헌법상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대통령에 출
마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아
웅산수찌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기에 수찌 여사는 대
통령의 자문위원으로 실질적인 통치를 하게 되었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미얀마의 민주주의 초기 단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군부나 경찰
을 통솔할 수가 없었다. 군부는 치외법권적인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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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 조차 명
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이었다.
또한 국회 의석의 25%
를 자동으로 군부에 할
당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합법적으로 바꾸
려 해도 군부가 반대하
면 못 바꾸는 실정이었
다. 현행법상 국가적 중
대 사안은 군부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게끔 되
어 있는데 2020년 11월
총선 투표와 관련하여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
한 것을 실정법 위반이라
고 빌미 삼으며 군부는 부정 선거라는 명분하에 또 다
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사실 쿠데타의 직접적 요인은 COVID-19 속에 치러
진 총선에서 예상외로 NLD 당이 압승하여 헌법 개정
을 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차지하게 되자, 군부가 기득
권 및 권력 유지의 불안감을 느껴 중국의 묵인하에 쿠
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또한 군 총사령관인 '우 민 아웅
흘라잉'이 총사령관직 임기 만료가 되어 은퇴를 해야하
는 데 아웅산수찌 행정부가 그의 임기 연장 요청을 받
아들이지 않았던 개인적 사정 역시 쿠데타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쿠데타 이후 민 아웅 흘
라잉이 군 총사령관의 임기 제한을 없애버린 것에서
증명되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이 예편할 경우 로힝야
족 문제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미얀마 국가 조직상 로힝야족
탄압의 장본인은 군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으로,
그의 결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와 군정
현재 아웅산수찌 여사와 지난 행정부 수반들은 감금
되어 있고 군정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을 아예
해체해 버리는 강수를 두었다. 이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약속했던 1년 6개월 후 재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정지 작업 중의 하나이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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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활동의 예봉을 꺾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NLD 당 세력을 포함한 종족 연합으로
세워진 임시정부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각 종족
들의 합의를 끌어내며 연방군을 결성하여 현 군정과
대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연방군을 결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한계는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임시정부는 수립되었지만, 대내적으로 모든
종족을 통합하여 군부와 맞서며 대외적으로는 서방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쉽의 부재가 가장 큰 한계
이다. 두 번째로는, 군대 동원 능력에서 군정이 50만명
정도인 반면 임시정부는 약 10만명 정도이고 무기의
화력 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재정 능력의 한계인데, 임정에서 발표한대로 한 달 군
대 유지비가 1억 달러라고 할 때 이 비용을 어떻게 조
달하느냐의 문제이다. 지난 5월까지 국제적으로 모금
된 재정은 80만~1백만 달러 정도라고 발표되었다. 미
얀마 쿠데타 후 군정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모
든 미얀마 재정을 동결시킨 바, 임시정부 쪽에서 동결
된 미얀마 재산 중에서 10억 달러의 인출을 미국에 요
청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로힝야'족의 문제 해결을 조
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임정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
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미얀마 국민들
은 ‘벵갈리’라 부르는 로힝야 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하
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군에 합류해야 하는 야카인족(AA), 까렌족
(KNU), 까야족(KNDF), 친족(CDF) 등의 종족별 반군
활동 단체들이 현 군정과 전면전을 피하며 정전 협정
상태에 들어가 있다. 미얀마의 임시정부가 집권하여
민주주의가 승리한다 해도 중국은 차치하고 주변 국가
인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태
국은 현 집권 세력이 군부요, 나머지 두 나라는 공산국
가로서 아랍의 봄처럼 연쇄적인 시민 혁명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쿠데타 와중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 축하 대표가 참석
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이었다. 서방과 다른 아
세안 5개국은 축하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또 제일 먼저 미얀마 쿠데
타를 강하게 규탄하고 경제제재 조치를 내린 나라가
한국이다. 미얀마 국민들(약 82%)은 대거 환영하고 한

국을 좋아하며 아주 우호적이지만 군정은 매우 못마땅
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
가 있는데, 현지에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한국국
민이 약 3,000명 정도 있기 때문이다.
COVID-19와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미얀마에 완전
히 정착한 약 1천여명 정도의 한국 국민들은 피신하지
못한 채 미얀마에 머물고 있으므로 군정으로부터 불이
익이나 탄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미얀마 군정은 한
국 안에도 일종의 스파이를 보내놓고 미얀마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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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과 한국에 대해 모니
터링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거주 미얀마인 두 명에
대한 수배령을 내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 군정은 1년 6개월
후든 언제든지 본인들이 자신감이 설 때에 재선거를
실시하여 군부 세력의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다.
2010년의 떼인세인 처럼 현 총사령관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으로 출마해 집권할 것인지 아
니면, 전임 군 실세였던 '딴쉐'처럼 군부 통치로만 이어
갈지가 관건이다.
어쨌든 현 군정도 이전의 군부 통치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겠지만 일말의 작은 기대를 갖는 것은, 현 군정의 수
장인 '민 아웅 흘라인' 사령관이 쿠데타 이후 인터뷰할
때 이전 군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다는 사실이다.
쿠데타와 국제적 역학 관계
네윈이 1962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켜 버마식 사회주의
를 선포하면서 중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과도 수교하였는데, 북한과는
1983년 10월 아웅산 묘 폭파 사건으로 인해 단교하였
다가 2007년 4월에 재수교를 하였다.
현재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에는 양국 상호의존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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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
국과 인도를 견제하고, 특히 중국은 인접국인 미얀마
를 자기편에 서게 하여 미국의 ‘중국 인접국을 통한 중
국 흔들기나 포위‘ 전략의 일부를 무력화시키게 되었
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전략 중의 하나인 인도·태
평양 4개국 쿼드에도 인도를 견제하는 발판이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 본토의 서부지역 해상실크
로드의 출발점으로 중국에게는 미얀마가 필요하다.
이는 스리랑카로 이어져 서남아시아와 인도양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2009년
3월에 완공된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했
고, 만달레이에서 중국의 윈난성까지의 물류 이동로도
완공시킨 상태이다.
중국은 북서부 지역의 항만이 없기에 미얀마의 양곤이
나 더웨 항만의 이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물류
이동이 말라카 해협을 거쳐야 하기에 비용 절감을 위
해서라도 미얀마의 항만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다. 또한 미얀마 내의 천연자원, 농산자원, 보석(비
취)류 등의 대부분을 미얀마에 대한 경제원조와 군부
체제보장과 군사적 지원을 미끼로 이전부터 중국이 가
져가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적 지원의 일환으로 군사
고문단 파견과 군수 물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과
의 관계는 한때 핵 개발과 관련된 불법무기거래로 인
해 2010년 7월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
턴의 공개적인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비호하에 군사, 경
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쿠데타 이후 그 주
역인 민 아웅 흘라인이 제일 먼저 중국을 방문하였고,
그 후에는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국제 정치학상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고 중국의 팽창
주의 야심을 막으려 하지만 이번 미얀마의 군부 쿠데
타로 인해 이미 파키스탄과 손잡은 중국은 미얀마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서
남아시아와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로의 연결이 수월
해짐으로 인해 ‘일대일로’의 일환인 해상실크로드의 계
획이 더욱 힘을 얻는 상황이 되었다.
개신교 현황
개신교 역사는 1813년 7월13일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
얀마 입국 이후 올해로 208년이 되었으나 그간 미얀마
전체적으로 이렇다할 부흥이 없었다. 1962년 미얀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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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이 전에 공식 250여명(비공식:
1,000여명)이 넘는 서구 선교사가 있었으나 모두 추방
되었다. 헌법상 현지인에겐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나 형식상의 것이다.
2007년 2월 영국의 구세군 본부에서 미얀마에는 종교
의 자유가 없다고 보고하자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알
리기 위해 이곳의 기독교 단체인 MCC, 카톨릭, 이슬
람, 불교 단체들이 신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알리
는 광고를 게재케 하였다. 미얀마는 불교가 국교는 아
니지만 국교나 다름이 없다. 미얀마의 새해 명절(4월)
이면 쉐다곤 파고다에서 정부 수뇌들이 많은 시민들과
함께 새해 맞이를 한다.
2016년~2021년 1월까지의 아웅산 수지 정부 집권 시
에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군정
때보다 자유로움이 분명히 있었다. 특히 교육 제도의
개편과 소수 종족들의 행정부 요직으로의 진출, 종교
적으로는 기독교인의 정치 및 행정부 수반 진출 또한
이루어졌다. 부통령 1인과 하원의장이 소수종족출신
기독교인이었으며, 각 주별로 기독교인들이 요직에 진
출함에 따라 기독교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
다. 그러나 이번 쿠데타에 대해 미얀마의 최대 교단인
침례교단과 복음주의 계열의 '미얀마 복음주의 기독교
연합회(MECA, 부통령 소속)'가 쿠데타 반대 입장을 공
식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군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이나
탄압을 받을지 장시간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4년 유엔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 인구 약 5천5백
만명 가운데 불교 88%, 기독교 6%, 이슬람교 4%, 기
타 2%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공식 통계상 양곤에
만 93개의 신학교와 16개의 성경학교가 있고, 기타 군
소 신학교를 합하면 100여 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
부에서 공식 학제 인정을 하는 신학교는 없으며, 교회
는 양곤과 북쪽의 깔레묘, 미찌나, 에야와디 주의 일부
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다. 교회 수는 2006년 공식 통
계상 양곤에만 353개로, 침례교회 80개, 감리교 12개,
장로교 6개, 순복음 계통 214개, 기타 40개 교회가 있
다. 고아원은 74개, 미션 센터 29곳이 있다. 2006년 현
재 양곤의 Home church까지 합하면 교회는 5백여 개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6천여 개로
추산하고 있다(침례교 4,000, 기타 2,000).
가장 큰 교단은 약 20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침
례교단이며, 그 외에 감리교, 극소수의 장로교, 순복음

교단이 있다. 북쪽 지방의 깔레묘, 미찌나에는 외국의
지원으로 세워진 규모가 큰 교회당들이 많이 있다. 또
한 양곤에는 주일에 700~1,0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
회가 5곳 이상이나 있다.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는 교
인들이 더 많이 베푸는 교회로 옮겨가는 것과 지방의
기독교인들이 양곤으로 집중됨으로 인해 실질적 성장
보다는 수평이동이 더 많다. 순복음 교단은 1930년대
에 미얀마의 '붓다오'라는 곳을 통하여 미얀마에 들어
오게 되었고 1950년대 이후 순복음 교단 장을 지낸 '우
묘칫' 목사 주도하에 세를 결집하여 순복음 교단을 설
립하였다.
소수 종족 중 '친'족 약 1백만 명 중 90%, '까친'족 약 80
만명 중 70%, '까렌'족 약 3백만명 중 40% 등의 기독
교 인구 성장이 있으나 자기 종족 중심의 성장이며 다
른 종족으로의 복음 전파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유
로는 자종족 중심주의, 다른 종족과의 갈등, 지역간의
거주 이전이 힘듬, 사회적인 종족 차별 등이 있기 때문
이다. 친 종족은 순복음 계열, 까렌족은 침례교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정부의 명령으로 양
곤의 40여 개 교회와 신학교 두 곳이 폐쇄되었다가 신
학교는 2005년도에 다시 문을 열기도 하였다. 2016년
이후에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외국으로의 근로자
취업 문이 넓어지면서 순복음 계열의 군소 신학교들이
학생 부족으로 폐교를 하며, 미얀마 내 전체 기독교 인
구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금도 그렇지만
불교도들의 고발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폐쇄된다.
불교도들은 이슬람교는 폭력적이라고 하여 매우 싫어
하나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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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선행을 많이 하는 좋은 종교 중의 하나일 뿐
이라고 여긴다.
요즈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슬람은 주로 남쪽의 말
레이시아와 북쪽의 방글라데시로부터 유입되고 있으
며, 미얀마 월드비젼 종교 담당자였던 사람은 비공식적
으로 이슬람 인구를 10%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슬람교
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한 실정이며 구원파, 통일교, 다
락방 등 이단들의 활동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나면서부터 불교적 생각과 삶의 방식에 젖어 있는 미
얀마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크신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매우 힘들다. 특히 버마, 몬, 라카인, 샨 종족은
800여년간의 매우 강한 소승 불교도들로서 정말 하나
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어
찌할 수가 없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 대도시 중심으로 현 군정에 대항하는 측면에서의
폭발물 투척이나 정부 건물 방화와 군정에 협조하는
이들을 살해하는 일들이 도심에서는 산발적으로 지속
될 것이기에 미얀마인이든 외국인이든 외출시나 주거
지 선택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전 군부 치하에 비밀경찰이 있었고 인터넷이 안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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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도 사역은 조심스럽게 진행했었기에 좀 더 조심
하며 주의를 기울이면 선교는 가능하다. 물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직접적인 복음 전파보다는 간접적인 복음
전파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웅산수찌 여사 집권 시는 종교 간의 공평성을 유지
하는 편이었으나, 군부는 예전부터 불교도의 민심을
얻기 위해 불교 우위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번 쿠데타
를 일으킨 군부도 불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승려들
과 절에 쌀과 기름 등 필요한 생필품들을 제공하고 있
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강성 불교도들이 군부와 연
계하여 타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유·무형의 핍박을
할 수 있단 점이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던 재정 지원과 인적 교류
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의료 사역 같은 경우는 더 까다
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지역 이동 간의 신고와
이에 따르는 통제로 사역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얀
마 입국은 단기 여행객이나 비즈니스 신분만이 공식적
으로 미얀마 입국이 되는 관계로 법제화가 되어갈수록
선생들의 일반 신분 보호책이 필요하다.
사역 활동시에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정부 정책에 대
한 비판과 불교도나 승려들과의 다툼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추방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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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대적으로 타종교 특히 기독교를 은연중에 억압
할 것이 분명하다. 이전에도 승려들은 이슬람과 기독
교의 확장을 막기 위해 불교도들에게 설법 시간을 통
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왔었다.
미얀마 기독교인들과 사역자들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군부 치하에서 또 다시 신앙적 어려
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북민으로 인한 추방이 한 건 있었고, 부지 문제로 승려
와의 다툼으로 인해 태국 대사관에서 입국 불허로 추
방된 케이스가 있다. 일반인으로는 2007년 승려들의
샤프론 항쟁 시 여행업을 하는 사람이 한국의 모 방송
국과 인터뷰를 통해 군부를 비판하며 미얀마 민주주의
를 역설하므로 미얀마 군부에 체포되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한 경우가 있다.
당분간 기독교 활동이 통제와 감시하에 위축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별히 조심스러운 상황은 군부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2015년 이후에 입국한 선교사들의
사역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NGO사업들도
중지시킨 상태이며 '응우웨 퓨(white money, 깨끗한
돈)‘라 하여 돈의 흐름과 자금 출처에 대한 것까지도 통
제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당분간은 모든 것이 위
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신교와 관련해서는 약 2백여 년의 기독교 역사 전체
적으로 불교의 암묵적인 억압을 받으며, 소수 종족을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해온 상황속에서 지난 5~6년은
자유로운 기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금 자유
롭지 못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기에 조심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민심을 얻어야하는 군부는 전 인구 약 89%인
불교도들과 약 50만의 승려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맺는 말
미얀마의 현대사는 한마디로 쿠데타의 연장선상에 있
다. 군부 집권이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가운데 장기 집
권 체제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부도 어떻게 손을 쓰기가 어려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미얀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
는 COVID-19의 확산이다. 더욱이 변종이 발견되고
있어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심각한 생존의 어려움
에 직면해 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과
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19는 세계적인 것이라 하지만, 미얀마의 현대
사 속에 반복 답습되는 쿠데타의 연속은 언제까지일
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얀마의 큰 아픔과 시련을
지켜보고만 계시는지 생각해 볼 때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유교와 대승불교를 바탕으로 조선왕조
5백년동안 형성된 봉건적 사상과 인식구조 및 체제들
이 일제의 식민지배, 6·25 등을 겪으며 많은 부분이
와해되고 완화되어 1960년대 이후 복음의 결실을 크게
이루어 갔듯이, 미얀마의 국민들에게도 COVID-19와
함께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배, 연속적인 군부 쿠데타
와 민주 항쟁을 거치면서 현재 겪는 희생과 아픔의 시
간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해짐과 더불어 강한
불교적 세계관은 약화되어 복음 전파의 더 큰 결실을
이루어내기 위한 움츠림의 시간이 아닌지 조심스레 전
망해 본다.

GLOBAL PARTNERS

25

선 교 논 단

고난 속의

미얀마 교회,
그리고

선교사의 역할
정해란 선교사

들어가는 말
지난해 세계는 예측 못했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나라간 빗장을 잠그
고 경제 활동은 물론 학업과 예배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임이 금지되어
집 안에 갇힌 언택트의 시간을 보내야했다. 미얀마는 코로나 확산 초기
인 2020년 3월부터 국가 전체를 lockdown 시키며 예방 정책을 폈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는 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을 빌미 삼는 군부의 위협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자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는 국가 고문인 아웅산수찌(Daw Aung San Suu Kyi)여사와
대통령 윈민(U Win Myint)을 체포하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시민들은 즉시 국가 리더들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군사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불복종운동(CDM)을 시작했다. 수도인 네피도와 양곤, 만달레이 등 대도시에서 시작된 평화
시위는 빠르게 전국의 마을 단위로까지 퍼져갔고, 그 규모와 시위가 확산되자 군부의 강경대응 정책은 점점 더 폭
력적이고 악해져 끔찍한 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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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와 그 배경
미얀마는 1948년 1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1962년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50여년
간 군부사회주의 형태의 국가였다. 1990년 5월에 총
선에서 아웅산수찌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이 전체 의석의 82%를 차지하며 다수당이 되었지만
지금 상황처럼 군사정부는 그때도 선거 결과를 무시하

고 아웅산 수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실시했다. 2010
년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한 군사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연합연대개발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에 의해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군부
국회(SAC; State Administrative Council, 주 행정위원
회)가 따로 존재하게 되면서 2015년 오랜만에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수찌가 이끄는 NLD당이 크게 압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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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어도 미얀마는 불완전한 형태의 민주주의국가 형태
를 벗어날 수 없었다.
SAC는 2013년 3월부터 Tatmadaw(군부 군인을 지
칭)의 총사령관인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이 이끌고 있는 국회 형태로, 대부분 군 복무 또
는 전前 Tatmadaw 회원들로 결성된 연합연대개발당
(USDP)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아웅흘라잉은, 2017
년 로힝야 사태와 2021년 2월 1일 군부쿠데타를 이
끈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의 또 하나의 국
회 CRPH(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taw, 의원 대표 위원회)는 대부분 아웅산수찌 국
가 고문이 속한NLD당 위원들과 군부에 속하지 않은
소수당 위원들이 포함되어있다. CRPH는 군부의 쿠
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불복종운동(CDM)을 함께 하며
UN에 특사를 보내 세계에 미얀마의 민주화 항쟁을 알
리며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세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 항쟁 속에 CRPH는 양곤을 시작으로 전국
에 행정대표들을 임명하며 군부국회인 SAC 와의 정
면 승부에 들어갔고 마침내 지난 5월에는 국민통합
정부 NUG(The National Unit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를 구성했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맞대
고 있는 미얀마는 국경 분쟁은 물론 외부로 부터의 식
민과 독립 과정에서 열강(영국, 일본)의 전쟁에 기인했
던 종족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오랜 종족
간 갈등은 종족의 독립과 주민 보호를 위해 여러 종족
별 자치군대가 존재하게 했고 이러한 자치군대들이 연
합체UNCF(the United Nationalities Federal Council)
를 구성하여 지역에 따라 종종 미얀마 군부대와 충돌
해 왔다. 군부 쿠테타가 발생하고 평화적 시위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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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희생이 증가하면서 UNCF 군대들은 시민운동
을 지지하였고 4월 현재 20여개의 자치군대들은 미얀
마 시민 정부의 군대 ‘PDF(People's Defence Forces)’를
구성했다.
군부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열망은 더욱 조
직적으로 진행되면서 더 많은 체포와 구금, 힘없는 산
간 마을에 대한 폭격 등으로 비참한 죽음과 폐허가 발
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현재 보도된 내용들을 보
면 사망자 수 8백여명, 5천명 이상 체포 등 전국 내전
지역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중이다.
미얀마의 선교적 토양
미얀마는 시민권이 다른 같은 종족끼리 국경을 왕래하
고, 여덟 개의 주 종족(버마, 샨, 꺼인, 친, 몬, 까야, 야
카인, 까친) 속에 135개의 서로 다른 소수 종족이 섞여
있어 다양한 언어와 풍습, 문화, 종교가 공존한다. 역사
적으로 영국과 일본의 식민치하에 있었으면서도 자존
심을 지키며 군부의 통치하에도 의연했던 것은 요람에
서 무덤까지의 삶 자체인 참선의 상좌(소승)불교 정신
을 심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운명을 받아들이는 미얀마
사람들의 보편적 성향 때문이기도 하다. 미얀마 변방
소수종족으로부터 성장한 미얀마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이런 강력한 불교 문화권에서도 인내하며 2백년이 넘
는 기독교 선교 역사를 지켜낸 저력과 믿음의 권위 앞
에서는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이방인 외국선교사들 역
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국경을 넘어가는 것 같은 절
차와 다른 언어, 문자, 문화를 경험하는 지방 여행에서
도 깊이 스며든 불교정신과 힌두, 이슬람의 영향은 생
각보다 더 넓게 퍼져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굴하지 않
고 공격적으로 마을마다 들어가 살아내고 있는 현지 기

선교논단

독교 사역자들을 만나는 것은 마치 땅 속에 숨어 있던
보석을 발견하는 듯한 기쁨과 감동을 주곤 한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얀마 교회들의 성장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난민신분이나 취업 이민 등으로 유
럽과 미주, 아시아 등 미얀마인들이 있는 곳의 대부분
에는 미얀마 교회가 있다. 취업자가 집중적으로 많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에는 일을 마치고 평일 저녁 늦게
모여 새벽까지 이어지는 집회에 1,000명이 넘게 모이
는 대형 교회들도 있다. 가까운 태국에서는 미얀마 여
러 종족 교회뿐만 아니라 제자/전도 훈련 학교와 성경
보급, 미얀마 워십송 녹화 및 워십 사역자 훈련 등 다
양한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미얀마 초기 코로나 확진
자 대부분이 외국 여권을 소유한 미얀마 사람들이 입
국하면서 발생하였을만큼, 해외에 퍼진 많은 미얀마
크리스천들이 미얀마를 방문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고
향 교회들을 돕고 있다.
2019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 통계를 보
면, 미얀마인이 약 2만명이고 서울 경기 지역에도 미
얀마 교회 10여개가 있었다. 한국에 있는 미얀마 교회
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다른 미얀마 교회들과
다른 점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제법 모임이 오래되
고 활성화된 미얀마 교회라는 소개를 받고 방문한 곳
조차 대부분 한국 교회의 보호 혹은 한국교회의 외국
인 사역의 한 파트로 존재하고 있었다. 리더십이나 설
교, 목회 등에 유능한 미얀마 목회자가 세워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한 파트로 보호받고 있는 것
이 혹시 한국인의 정情 문화가 오히려 그들의 주도권을
제한하여 자체적인 성장과 독립을 저해하는 것은 아닐
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본적으로 이웃의 눈치를 보고 마을 안에서 쫒겨나지
않기위해 외롭게 매일매일 버틸 수 있는 것이 그의 능
력이다. 10년 전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이유로 고향
마을에서 고립되어 혼자 집에서 예배하던 한 사역자
가 읍내의 성경강좌 소식을 듣고 2시간 이상의 흙먼지
길을 오토바이로 달려와 참석한 적이 있다. 세미나 마
지막날 고향 마을 전도를 부탁받은 현지 교회 전도팀
과 그 황량한 마을을 방문하였고, 사역자 집에 도착한
우리 일행 모두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안
타까움에 눈물로 범벅된 예배를 드렸던 일이 있다. 오
래 전에 방문했던 한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유로 일가족이 마을에서 쫒겨나 읍내 교회에서 살고
있었다. 몇 해가 지나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던 필자
는 그 가족이 얼마 전에 목사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고
향 마을을 방문하여 옛 이웃집에서 예배하고 돌아왔는
데, 그 날 밤 크리스천을 접대하여 예배했다는 이유로
그 이웃의 집이 불에 타는 일이 벌어져 결국 2년여 동
안 다시는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황을 들
은 적도 있다. 어떤이는 5년 전 마을에 들어가 방과후
학교를 열고 이웃의 어려움을 도우며 좋은 관계로 마
을에 정착했다. 최근에 주일예배를 시작하자 갑자기
집주인이 더 이상 세를 주지않겠다하여 결국 다른 마
을로 이사해야 했다. 이들의 삶은 마치 땅 속에서 썩어
져 가는 밀알처럼 미얀마 복음화의 거름이 되어 언젠
가 아름다운 싹을 틔울 것이다.
현지인 사역자들의 변화
불과 십 년 전만 해도 현지 목회자들 사이에 회자하는
유머가, ‘미얀마에는 degree는 많은데 temperature 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달력은 곧 불교 의식일이요, 참선으로 하루가 시작되
며, 매일의 마을 행사가 불교의식인 마을 속에서 살아
가는 현지 사역자가 시도하는 첫 행동은 전도가 아니
라 그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일
이다. 신학을 마치고 외국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하다
마케도냐의 부르심처럼 강한 불교 지역의 한 마을에
홀로 들어간 목회자가 있다. 긴 우기와 강한 햇빛 때문
에 수시로 닳고 비가 새는 이웃집 지붕을 고쳐주고, 연
세 많고 아픈사람을 찾아가 위로해 주며, 아이들 공부
를 가르쳐 주고, 때론 농사 일도 도우며 살아도 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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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였다. 당시는 군부 독재하에 미국의 경제 제
재가 있은지 오래라 딱히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정말 할 일이 없었다. 어
떻게 해서든 미얀마를 탈출하려던 젊은 사역자들이 해
외에서 고급 신학학위를 받아왔지만 마땅히 사역을 찾
지 못하는 상황을 빗댄 말이었다. 가까운 인도와 방콕
유학의 경우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말레이
시아, 필리핀, 싱가폴은 물론,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D.Min.이나 M.Div.는 물론 Ph.D, 또는 선교학을 공부
하고 들어온 분들도 꽤 많다. 2015년 이후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주위의 많은 미얀마 사역자
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과 유럽의 미얀마 디아스
포라 교회들을 방문하거나 연수에 참석하는 것이 마
치 유행같았다. 이렇게 경험을 쌓아온 현재의 30-40
대 사역자들은 미얀마 민주 정부의 개방화정책과 함께
다양한 사역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미얀마에
도착했던 사역 초기만해도 현지 사역자들의 대표사역
은 신학교(성경학교, 제자학교), 방과후 학교, 기숙사
(혹은 고아원)사역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5년동안 현
지 사역자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교회 사역에 집중한다.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신학교를 늘려가던 시절
이 지나고, 교회에서 목양에 집중하여 성도들의 신앙
을 강화하는 훈련이 많아졌다. 또 대개는 단체에 적을
두고 월급을 받아 생활하던 사역자들이 최근 2-3년
전부터는 돌연 교회 개척을 하거나 혹은 연로하신 부
모의 목회를 이어받아 교회 목회에 전념하기위해 단체
에서 사임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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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질의 목회 세미나를 기획한다. 외국인들을 초
청하여 많은 군중을 모으던 일반적 집회에서, 현지 목
회자가 주최자가 되고 강사가 되어 서로 협력하며 참
가자 규모를 제한하여 세미나의 집중도를 높이고 일회
성이 아닌 업데이트된 세미나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셋째, IT 기술 활용 사역이다. 지난 2~3년 사이에 미
얀마에는 여러 개의 다양한 미얀마 성경앱이 쏟아
져 나왔고, 다양한 IT미디어 사역과 사역의 네트워
크가 만들어졌다. 필자의 사역인 매일성경 읽기교재
BibleTime 사역도 한 현지인 미디어 사역단체에서 8월
성경의 달 특집으로 BT 사역 비디오 제작과 홍보를 도
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일상이 된 zoom미팅도 실은 코로나 전
에 이미 우리 스탭들(목회자)이 zoom미팅을 제안했었
지만 필자만 그 방법을 몰랐었다.
마지막으로 현지 교회가 선교사를 돕는 것이다. 한국
선교사들은 각자의 단체나 다른 한국 선교사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사역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비해
아시아 및 제3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사역 초기 행보는
먼저 로컬 교회(단체)를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현
지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 분들의 지도를 받으며 시작
한다. 교회에서 구상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여 선교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제시하고
교회는 대신 선교사의 필요(비자 등)를 돕기 위해 미숙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
미얀마 현지 사역자들의 의미있는 또 하나의 변화는,
국경을 넘는 사역이다. 국경지대 사역이라 함은 미얀
마에 이주해 온 소수 종족이나 난민대상의 마약 갱생,
구제 사역이다. 시간이 지나 종족 언어가 익혀지고 친
분이 쌓이다보니 이제는 국경을 넘어가 사역을 하게
된다. 중국어 사용자를 위한 신학교는 물론 인도, 방
글라데시 국경지대, 라오스와 태국이 접한 트라이앵글
지역의 경우에도 미얀마 현지인들의 방문이 어렵지 않
아 정기적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칠흑 같은 어둠 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지역이 lockdown
되자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되
었다. 일부 정부업무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는 일들
이 생기다보니 컴퓨터를 알지도 못하던 일반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뱅킹을 시작해야 했고 zoo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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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 대치하려니 스마트폰 작동법을 배워야 했다.
국가 통제 lockdown이 시작된 처음 한 두 달은 교회
문턱을 못 넘는 성도들, 문 닫힌 예배당의 목회자들
모두 조용히 쉬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듯했다. 차츰
페이스북에 주일 설교를 올리던 교회들이 교회와 성
도 간 소통을 위한 예배와 zoom 기도회를 시작하였
고, 유튜브에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휴업하는 동안 교수진들이 새로운 온라인 방식
의 수업을 열심히 준비한 결과, 다음 학기부터 많은 신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고, 목회자들을 위한 다
양한 온라인 연장교육까지 제공되면서 많은 목회자들
이 재택수업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코로나
lockdown 으로 귀국했다 선교지로 돌아오지 못한 선
교사들이 운영하던 신학교(및 사역장)가 일 년 넘게 수
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코로나로 위축되어 하루종일 페이스북을 하는 크리스
천을 위해 매일 5분 설교, 매일 찬양 및 성경이야기 비
디오가 제작되어 퍼지기 시작했다. 청소년을 위한 크
리스천 미디어사역을 하는 한 단체는 지역 목회자들과
존경받는 현지 크리스천 리더들과 지속적인 온라인 라
운드 미팅을 통해 성경이나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질
문이나 댓글을 남기는 이들을 위해 멘토나 교회를 연
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사
역들은 상하 위계 개념이 투철한 교계에서 IT에 서투
른 어른들이 젊은 사역자들의 움직임과 초대에 기꺼이
협조하며 교회 안의 큰 이슈였던 세대간 갈등을 오히
려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코로나 lockdown에 따른 IT 사용의 일반화는 자신들
의 잔인함을 숨기고 싶은 쿠데타 정부조차 인터넷을

완전히 폐쇄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미얀마의
‘혼돈과 흑암’의 시간에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자체적으로 시민 정부를 탄생시키며 새로
운 얼굴들이 등장하게 된다. 2015 년 총선으로 NLD
당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사실 미얀마 정부뿐 아니라
일반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기독교인이면서 소수종족
인 경우는 거의 환영받지 못했다. 잠시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해외 유학파 인재들이 등용되는 과정에서 기
독교인들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작년 총선 준비과정
에서 민주당 수장들이 찾아낸 젊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당선되면서 그들은 지금의 임시정부를 세우는 일들을
맡고 있다. UN 특사로 임명되어 미국과 유럽을 다니
며 미얀마 민주운동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Dr. SaSa와
임시 정부의 수장(부통령 대행)으로 임명된 MahnWin
KhaingThan도 그러하다.
코로나와 미얀마의 사태를 겪으며 연약해 보이던 미얀
마 젊은이들은 세계화된 정보를 공부하고, 절실함으
로 정의를 위해 군부와 맞서고 있다. ‘왜 기독교는 끔
찍한 피 이야기를 하냐’며 고상한 불교 참선을 말하던
이들이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보면서 보혈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답답할 만큼 숨죽이
고 조용히 머물러 있던 미얀마 교회가 위기에 흔들림
없이 여전히 소란하지 않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구제
하고, 시민운동을 돕고 있다. 길어지는 성도들의 빈곤
의 시간 중에도 생필품인 쌀과 기름, 계란을 구입해 어
려운 이웃을 찾아가 복음을 나누는 소식이 이곳 저곳
에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성도들 사이에 몰래 숨어
있는 시민운동가를 돕고, 지역 내전으로 난민들이 발
생할 때마다 목회자들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적인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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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에 퍼져있는 미얀마 디아
스포라 교회들은 조국의 교회와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
한 펀드를 만들어 현지 교회와 시민 운동 돕기에 나섰
다. 칠흑 같은 미얀마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새창조의 역사를 이루
고 계신다.
묵묵히 감당하는 현지교회 그리고 선교사
조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미얀마 교회와 성도들의
zoom기도회에 함께 참석하면서 필자는 이런 질문을
하나 갖고 있었다. ‘이 강력한 악의 세력 앞에 우리 하
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하고 물었
더니 미얀마 교회가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이라고, 일상이 기적이었고 일상이 충만한 감사임
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자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
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더욱 붙들자고…….
일찍이 우리 GP리더들과 관계를 갖고 동역하셨던 엉
망 박사(Dr. AungMang)는 미얀마의 신학을 세우고,
교회와 성도들의 말씀공부를 통해 신앙의 성숙을 도모
해 왔던 신학자요 목회자로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따
르고 존경하는 분이었다. 코로나로 lockdown된 지난해
그의 소천 소식이 전해지자 미얀마 곳곳에서 애도하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었다. 필자가 미얀마에 처음 도착한
2008년 엉망 박사를 뵈었을 때 그는 우후죽순처럼 늘
어나는 신학교(혹은 성경학교)로 인해 행여 잘못된 가
르침에 미얀마 교회들이 병들까를 염려하셨다. 그 당시
한국 이단의 왕성한 활동을 언급하며 ‘현지교회(교단)
와 교류하지 않는 한국 선교사들의 특성상 누가 이단에
속한 줄 알 수 없으니 미얀마 교회측에서는 무조건 한
국 선교사들은 조심하라는 주의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며 서둘러 사역을 시작하기 보다는 여러 교회(교
단)들과 교류하며 충분히 선교현장의 교회를 배울 것을
당부하셨다.
언제부터인지 현지 적응이라는 말이 선교사에게는 낯
선 선교지의 문화와 생활을 익힌다는 뜻보다는 선교
사의 안정된 생활 정착에 더 강조된 느낌이 든다. 선교
지 도착 전에 이미 해외 여행을 경험하고, 다양한 매체
를 통해 현지의 문화를 간접 경험하다 보니 직접적인
생활 적응이 더 절실할 수도 있다. 언어 소통과 환경이
불편한 현지 교회와 교류하기 보다는 자국 선교사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협력하며, 선교사가 주도하기에 부
담없을 정도의 현지 사역자와 함께 사역을 시작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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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세계 곳
곳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 재난이나 정
치적 내란 및 국가간 분쟁처럼 불가피하게 국제교류
나 국내 여행 제한의 장기화로 선교사의 사역지 복귀
와 이동이 불확실해지는 시점에서 선교사의 역할은 분
명 약화되고 현지 교회나 현지인 사역자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lockdown 과 심각한
정치적 내전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미얀마
현지 교회들을 보면서 엉망 박사의 당부가 더욱 귀하
게 생각된다. 결국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원하는 실
력을 갖추고 그들의 사역 안에서 동역할 수 있는 관계
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맺는 말
점점 강경해지는 군부와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미
얀마 교회는 고요 속에 ‘일상의 기적’들을 이어간다.
결국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위기 속에 사역은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익숙해진 현지인들의 온라인 경험과
정보력에 맞게 선교사 또한 온라인 미팅이나 강의등을
위한 미디어와 컴퓨터 사용, 다양한 컴퓨터 기기 활용
법을 익혀서 사역의 On & Off 방식에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종일 페이스북과 온라인과 함께하는 생활이지만, 우리
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최소한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
님을 만날 수있는 실질적 관계 개발과 지도가 필요하
다. 어떠한 격리 상황에서도 같은 공간에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이 예배자가 되고 가정이 교회되는 본질
적 교회, Home church 혹은 House church 회복을 위
한 최적의 시간이 되길 바래본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
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
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고
후 10:15-16).”
움츠려 지켜온 2백년 선교 역사의 미얀마 교회를 존중
하며 외국인인 선교사들을 받아주어 함께 가는 미얀
마 동역자들께 감사한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
한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들 지역을 넘어 아시아
와 온 세계에 함께 복음을 전하는 미얀마 교회가 되기
를 기대해 본다.

선교사의 영화

너는 내 마음의 전부

인류에게 재앙이 닥친 지 수 년째, 주인 잃은 차들이
늘어선 황량한 거리를 아버지와 아들이 힘겹게 카트
를 밀며 걷고 있다. 아버지는 물과 음식을 구해야 하
기에 빈 차를 뒤지기도 하고 이미 사람들이 털고 지나
간 고장 난 자판기를 살피기도 한다. 그러나 늘 긴장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데 그것은 무리를 지어 힘 없
는 여행자들을 사냥하는 식인 약탈자들이 있기 때문이
다. 이들에 맞서야 하는 주인공 아버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달랑 권총 한 자루와 두 발 남은 총알이 전부이
다. 그나마도 조금 전 숲에서 마주친 약탈자에게 한 발
을 사용해서 이제는 단 한 발이 남았을 뿐이다.
부자父子가 향하는 곳은 ‘남쪽 바닷가’이다. 한 번도 가
본 적은 없는 곳이지만 영화는 그 곳을 주인공 부자가
가야 할 희망의 땅으로 설정해 놓았다. 한참을 걸은 후
도착한 곳은 어느 평화로운 마을의 고풍스러운 집이
다. 현관이 잠겨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어쩌면 집 안
에 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거실에서 지하로 내려
가는 통로를 발견한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
려간다. 그리고 곧이어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주인공이 조심스럽게 소리 나는 곳으로 불
빛을 비추자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살려달라며 다가
온다. 그들은 모두 약탈자들에게 잡혀 온 사람들이었
다. 살려달라는 그들의 외침을 뒤로하고 아버지는 도
망치듯 지하실에서 빠져 나오지만 그 사이 인간 사냥
을 마친 약탈자들이 현관에 들어선다. 아버지와 아들
이 급하게 숨은 곳은 2층의 욕실, 약탈자 가운데 한 명
이 먼저 쉬고 싶다며 2층으로 올라온다. 아버지는 모
든 것을 포기한 얼굴로 남은 한발의 총알이 장전된 총

을 아들의 머리에 겨눈다. 약탈자들에게 발견되는 순
간 아들이 먼저 그들의 성 노리개로 쓰인 뒤 잡혀 먹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울먹이며 아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순간, 지하
에 갇혔던 사람들이 거실로 올라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그 사이 부자는 다시 창문으로 탈출에 성공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카트를 밀며 어디론가 향한다. 그
런데 이번에는 도둑을 만난다. 부자가 잠시 길에서 잠을
자는 순간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들의 카트를 훔쳐서 달
아난 것이다. 카트가 사라진 걸 발견한 아버지는 곧바로
도둑을 추격하고 얼마 가지 않아 도둑을 발견한다. 아버
지는 카트를 되찾았지만 아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으로 도둑을 위협하여 도둑을 발가벗긴다. 다시
는 그 도둑이 자신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었다. 도둑은 제발 옷만은 돌려 달라고 울면서 부탁하지
만 아버지는 단호히 돌아서서 갈 길을 간다.
드디어 부자는 목적지인 남쪽 바닷가에 도착했다. 그
러나 기쁨도 잠시, 아버지는 오랜 여행에서 얻은 질병
이 악화되어 결국 아들만 남긴 채 바닷가에서 숨을 거
둔다. 아버지의 시신 옆에 멍하니 앉아 있는 아들에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온다. 부부로 보이는 젊은 두
남녀와 그들의 자녀들로 보이는 소년과 소녀가 물끄러
미 홀로 남은 아들을 바라본다. 그러자 아들은 본능적
으로 아버지가 준 총을 꺼내 들고 낯선 남자에게 겨누
며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 낯선 남
자는 두려움에 떠는 소년에게 말한다. “얘야, 너는 아
버지 곁에 남거나 우리를 따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단다.” 영화는 아들이 결국 그 낯선 남자
GLOBA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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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족을 따라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 영화는 2007년도 퓰리처 상을 수상한 코르맥 맥카
시(Cormac McCathy)의 동명 소설을 존 힐코트 (John
Hillcoat) 감독이 영화로 옮긴 ‘더 로드(The Road)’라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재난을 다룬 영화임에도 불구하
고 재난의 종류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 영
화는 수많은 관객 친화적(viewer-friendly) 영화들과
사뭇 결을 달리한다. 따라서 왜 인류가 멸망하고 소수
의 사람들만 살아 남았는지는 오롯이 관객이 해석할
몫으로 남는다. 화면도 마치 무성영화처럼 흑백에 가
까운 톤인데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흔한 이름도 없
다. 그저 아버지, 아들, 도둑, 노인, 낯선 사람으로만
등장할 뿐이다. 게다가 이 영화는 여느 헐리웃의 재난
영화들이 보여주는 그 흔한 컴퓨터 그래픽도 하나 없
고 불사조에 가까운 주인공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통쾌한 영웅담도 없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관객은 영화
가 말하는 내러티브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영화는 시종일관 짙은 절망의 물감으로 희미한 희망을
그린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가장 큰 절망은 인간성의
멸절이다. 인육을 먹는 식인주의(Cannibalism)는 이
영화에서 인간성 상실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그래서
이 영화는 선인과 악인의 기준을 인육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이 같은 설정 때문
인지 주인공의 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선한
사람인가요?’라고 천진하게 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은
어쩌면 영화가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다. ‘당
신은 이 험한 세상에서 아직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인가?’ 라고 말이다.
영화는 인간성 상실의 원인이 인간이 선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인간성 궤멸의 본질
적인 이유는 인간이 선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
신에게 인간성을 수여한 창조주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
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성의 회복과 치
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날 때 가능하
다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divine
nature)은 인간성(humanity)의 모체요 기원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하
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길 독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
려 하셨느니라(벧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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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기독교적 메시
지는 딱히 없다. 오히려 영화는 중반부에 어떤 90세 노
인의 입을 빌어 ‘만약 신이 있다면 이 모든 일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조소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진
다. 영화는 인류의 종말을 다루지만 대부분의 재난 영
화들이 그렇듯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과는 거리가 멀
다. 인류는 분명히 죄로 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러한 재난 영화는 언제나 인류가 지진, 쓰나미, 행성과
의 충돌, 외계 생명체의 침공, 핵전쟁, 전염병,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좀비의 출현 같은 이유로 망하는 것처
럼 묘사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좀비와 외계인을 제외한) 종말의 원인이 아니라 종말
의 임박을 알리는 징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따라
서 종말의 주체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
시 오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청소년
들이 이같은 재난 영화의 영향으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인류의 종말과 ‘휴머니티’라는 다
소 무거운 주제로 관객에게 다가오지만 그 무거운 주
제를 시종 끌고 가는 수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
랑이다. 주인공 아버지는 계속되는 시련속에서도 아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물
을 만나면 아들을 씻기고 먹을 것이 생기면 아들을 먼
저 먹인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희망의 땅 ‘남쪽 바
닷가’에 도착하지만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이미 병을
얻어 죽음을 맞이한다. 그가 죽기 전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아들아, 너는 내 마음의 전부란다’ 라고 말할 때
나 역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려 왔다. 어쩌
면 이 영화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관객에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우울한 재난 영화로 분류하겠지만
(실제로 이 영화는 개봉된 후 미국에서 개봉된 가장 우
울한 영화 순위 24위에 오르기도 했다) 나는 이 영화를
가슴 저미는 사랑 영화로 구분하고 싶다. 왜냐하면 죽
기까지 아들을 사랑했던 영화 속 아버지의 그 수척한
얼굴을 통하여 죄인을 양자 삼고자 친자를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내리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이 영화를 길벗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다.
문권익 선교사

각국 본부 소식
GP Korea
GP Studio 개관 및 기념 미디어 교육 진행
GP 한국선교회는 본부 건물 3층에 스튜디오를 마련
하였다. 미디어에 친숙한 젊은 세대를 더 포용하고,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사역이 확장되는 추세에
맞추어 선교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GP 스
튜디오는 선교지의 미디어 인력을 보급하기 위한 거
점 미디어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 스튜디오 리모델
링 공사는 한국에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이 직접 참여
하여 완공되었다. 스튜디오 공사 소식에 서울광염교
회가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GP 스튜디오 개관을 기념하여 지난 6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에는 1기 미디어세미나 과정이 대면/비대면 교
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영상 장비와 카메
라의 명칭 및 사용법, 실시간 스트리밍, OBS / 크로
마키 활용법 등 실제적인 강의로 구성되어 높은 호응
을 받았다.
GP 스튜디오는 GP 소속 선교사들에게 개방하되 미
디어교육의 이수 여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추후 외부 선교단체에게도 개방할 계
획이다.

선교사 파송 및 재파송
코로나로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GP선교사로 훈련받아 선교 현장으로 파송 또는
재파송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파송선교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1월 31일 서정원/진영 선교사(단기, HK)
3월 7일 신성복/김봉연 선교사(장기, B국)
3월 22일 윤덕기/송현영 선교사(경력, K2국)
7월 20일 김복만/이복길 선교사(장기, 재파송, L국)

GPTC 24기 훈련 및 수료예배
GPTC 제24기 훈련은 COVID-19로 인해 말레이시
아 국제훈련원에서 한국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이승
섭 부이사장이 섬기는 충남 예산 양천중앙교회 복지
관에서 진행되었다.
비록 현장 필드 트립은 생략되었지만 2021년 3월 8
일부터 7월 4일까지 50여명의 다양한 강사진과 함
께 진행된 과정을 통해 4유닛이 선교사로서의 역량
을 키워가는 훈련을 마치게 되었다.
7월 4일 이루는교회(이재성 이사)에서 진행된 수료예
배에는, 노상헌 이사장 및 김재철 부이사장, 김동건 한
국대표 및 많은 GP선교사들이 참석하여 훈련생들을
축복하였다.

GLOBA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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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USA
행복한 동행 GP
GP USA는 올해 2월 22~26일까지 3일에 걸쳐 GP
USA의 이사와 선교사가 만나는 ‘행복한 동행 GP’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2020년 10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
최된 이번 모임을 통해 각 사역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알리며, 이사와 선교사들 간에 위로,
격려, 소통의 시간 및 선교지의 실제적 필요와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 이취임식
2021년 4월 20일에는 그동안 COVID-19로 인해 연기
되었던 GP USA 대표 이취임식이 GP USA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GP USA의 이사장 양성일 목사와 부이
사장 정영민 목사, 고현종 목사 등 코로나 백신 접종
을 마친 소수의 이사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이번 이취
임식에서 김숭봉 선교사는 지난 8년간 본부사역을 감
당하게 하신 하나님과 도움을 주었던 모든 분들께 감
사를 표했으며 배선호 선교사는 본부사역에 임하는
각오와 비전을 나누었다.

이사회
GP USA 이사회가 5월11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사들은 코로나 상황속에서
도 온라인으로 한 자리에 모여 현안을 처리하고 코로
나 상황속에서 GP USA가 앞으로 해야할 사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버지니아
휄로십교회를 담임하는 현지용 목사가 이사로 허입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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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선교회

선교사 후보 본부훈련
선교사 후보생들에 대한 훈련이 두 차례에 걸쳐 본부
에서 진행되었다.
4월 1일~6일 이경승/정다은(장기/정회원)
7월 12일~15일 김정태/김경숙(장기/준회원·실버)

GP Brazil
이사회
2021년 5월 8일 브라질 본부에서 GP 브라질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 알
콜 소독과 거리두기를 하며 진행되었다. 이사회를 마
친 후에는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어 가정별로 포장해서
나누어 주었다.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임 이사들
이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4년동안 섬기게 된다.
이 사 장 : Luiz 목사
부이사장 : 1 Ildo 목사
2 Yong Shik Kim 목사
서
기 : Roseli 목사
부 서 기 : Joel 장로
회
계 : Hye Ran Kim
부 회 계 : Lucas 집사
감
사 : 1 Seon Wung Kim
2 Andrew Sung Min Kim 장로
3 Patrícia 목사
일반이사 : Altair 목사
Valdomiro 목사 / Aroldo 목사
후원이사 : Bruno / Débo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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