台灣을 딛고 中華를 넘어 列邦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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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타이완(台灣)… 사랑하면 더 알고 싶습니다.” (1)
저희 가정은 지난 6 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땅 대만을 더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 사랑을 품고 대만을 바라보는 시간에 후원교회와 기도 동역자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1. 아픔의 역사
1) 대만과 중국
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권에는 ‘중화민국(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라고 써 있고, 그 아래에 Taiwan 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대
만의 공식명칭인 중화민국의 준말은 중국(中國)이지만, 대륙인 중화인
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의 준말도 중국입니다. 대만정부는 중국과
의 구별을 위해 지역명칭인 타이완을 함께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 년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
가하는 국제대회 안내책자에는 Taiwan 이 아니라 ‘차이니스 타이베이; Chinese Taipei’로 표시하게 되었습니
다. 이는 대만이 중국 본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외교력을 동원해서 ‘중화민국’이나 ‘타이완’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중화민국(中華民國)이라는 이름은 1911 년 손문(孫文)에 의해서 세워진 동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
정 정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25 년 손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過世), 그의 꿈을 이어간 사람
이 장개석(蔣介石)이었습니다. 일본의 패전으로 1945 년 8 월 대만은 연합국에 양도됩니다. 그 후, 장
개석의 국민당(國民黨)은 모택동(毛澤東)의 공산당(共產黨)에 패하면서 1949 년 12 월 대만으로 정부
를 옮기게 됩니다. 대만은 '삼민주의 통일중국'(三民主義統一中國)을 내세우면서 본토의 공산당 정부에
대해 '3 불(三不)정책'(접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
는다.)을 견지하면서 공산주의와 무력사용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
니다. 반면에, 중국은 무력에 의한 대만통일, 즉 대만해방을 주장했
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은 크고 작은 전쟁을 이어왔으며, 대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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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제 사회에서는 중국을 더 정통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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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축출(1971 년), 일본(1972 년)과 미국(1978 년)과 단교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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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과 대한민국
무엇보다 대만과 대한민국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일제의 지배에 대항하며 싸
웠던 장개석은 1934 년 상해(上海)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감명을 받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
국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1943 년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
은 미국과 영국을 설득해서 ‘일본 패전 후 조선 독립’ 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강대
국들은 ‘한국의 신탁통치’를 주장했으나, 장개석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다음으로 1949 년 해방된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
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타이베이(台北)에 두었으며, 한국전쟁 중에는 미해군의 대만 해협 진입을 허락하
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교적 현실에 밀려서 1992 년 대만과의 단교(斷交)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을 중공(中共)으로 부르고, 중화민국(中華民國)을 자유중국(自由中國)
이라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어떤 대만인(주로 50 대 이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
고 있지만, 또 어떤 이들(주로 젊은층)은 한류(韓流)로 인한 호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3) 피지배의 역사
대만의 원주민은 끊임없이 유입된 이민족에 의해 격리되고 주변부로 내몰리면서 분류, 순화, 동화 등의 과정
을 경험해 왔습니다. 1590 년 포르투갈에 의해서 처음 알려지면서, 네델란드(1924~1661), 스페인
(1926~1642), 청나라(1661~1895), 일본(1895~1945)등에 의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대만이라는
땅 위에서 여러 민족이 교류했던 역사의 축소판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대만의 역사는 피지배의 역사로 많은
아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긴 50 년 동안 일본의 통치와 압제에도 불구하고 대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지배해 온 많은 나라 중에 그래도 일본이 가장 유
익을 준 지배국가(?)라는 이유입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많은 기간시설 건설과 산업기반을 정비하여 대만
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4) 대한민국 역사와의 유사점
대만과 대한민국은 역사적 공통점은 일본의 지배, 분단의 아픔, 반공산주의와 자유민주 정부, 중국과의 통일
과 분리 독립의 갈등입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지금도 많은 논쟁과 충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층들은 역사의 의식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더 치중되는 현상은 대한
민국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경적 역사의식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기독청년들이 대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류(韓流)의 분위기는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의

이러한 대만의 역사는 선교사로서 더욱 깊고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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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의 문화를 겸손하게 배워야 하는데, 그 문화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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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선교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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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는 역사와 언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므로 주님 안에
서 대만과 대만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신의 섬, 민간신앙의 나라
1) 두려워함
대만의 별칭은 아름다운 섬(포르모사; 美麗島)이지만, 귀신의 섬(鬼島)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낮은 임금
과 높은 집값, 비합리적인 정치, 사회, 문화를 빗대어 일컫는 말이기도 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요즈음 청년들이
말하는 헬조선(Hell Chosun)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섬이라는 의미는 대만인들의 기본
적인 삶이 귀신과 많이 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들을 ‘좋은 친구(好朋友)’나 ‘좋은 형제(好兄弟)’
로 부르며, 꼬마아이는 ‘작은 귀신(小鬼)’, 잘 우는 아이는 ‘愛哭鬼’, 속 좁은 사람은 ‘小氣鬼’, 술 좋아하는 사람
은 ‘술 귀신(酒鬼)’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들은 귀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칠 수 없
으므로 달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피신하여 오게 된 사람들이 청
나라의 공격과 대만의 많은 자연재해를 피하려고 수많은 귀신들을 가지고 왔으며 계속 만들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행하는 빠이빠이(拜拜)에서는 귀신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차려 놓고, ‘귀신 돈’이라
불리는 황금색 금지(金紙; 저승에서 쓰는 돈)을 태워서 귀신들로 하여금 ‘이생의 돈을 탐내지 말고, 가짜 돈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염원합니다. 빠이빠이의 대상은 유교, 불교, 도교에서 숭상하는 인물들과 자연신,
전설신, 동물신, 인귀신, 식물신은 물론 조상까지 폭이 넓습니다. ‘누구든, 뭐든 가리지 않고 빠이빠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만의 민간신앙은 불교의 윤회설을 따라 선을 쌓아야 다음 세상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
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도교의 주문으로 각종 병마나 위험과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 모두를 혼합한 종교
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과서에도 귀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으며, 교수(선생)들도 귀신에
대한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만의 공식적인 공통어는 만다린어(중국어)임
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 언어인 민남어(閩南語)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귀신은 민남어
만 알아듣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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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거리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빠이빠이(拜拜); 귀신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저승에서 쓰는 돈(金紙)을 태운다.
연지담(蓮池潭)에 있는 용호탑(龍虎塔)은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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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일한 구원의 길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씨앗교회(種子教會)로, 예배와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교인은 60~70 여
명이며, 매일 새벽마다 2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장 중심의 시간이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특별히 가오슝 시에서 영적으로 어두
운 곳인 연지담(連池潭) 호수에 가서 5 년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에 모여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연지담에서는 ‘어떠한 귀신의 생일’에 귀신을 달래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혼합된 민간신앙에
들어있는 도교 사원은 궁(宮), 유교 사원은 묘(廟), 불교 사원은 사(寺)라고 부르는데, 사원은 전국 22,000 여 개
로 인구 200 명 당 1 개 정도로 많고, 잘 알려진 신(神)만 243 개라 합니다.
귀신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에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넘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는 없음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대만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임을 깨닫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한 존
재가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에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타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
이어서 종교 간의 갈등은 거의 없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들. 가오슝 시에만 500 개 이상이 있다고 한다.

【기도제목】
대만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피지배감, 귀신과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적인 묶임 상태에 있
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내는 대만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기도, 그리고 죽음도 이기는 사랑으로 무장되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둘,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시 119:126)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며, 반대하고 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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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영적 상황을 나누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기독교의 중국화(中國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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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48 년 거대한 공산국가가 되었고, 종교를 인정하되 스스로 운영하고(自治), 스스로 양육하며(子養
), 스스로 전한다(子傳)는 삼자원칙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종교의 중국화(中國化)’
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대만교회의 중요한 기
도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치 남한의 교회가 북한의 영적 어두움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과 같다
고 봅니다.
1) 십자가 철거
중국정부는 지난 해에 허난성에서만
4,000 여 개 교회에서 십자가를 철거했
습니다. 이전에는 건축법 위반과 같은
이유로 철거를 했지만, 지금은 십자가
를 철거하는 이유를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 교육시
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
하고 “공산당에 복종하고 공산당을 따

십자가 철거가 어려워서 태워버리는 모습. & 십자가가 철거된 교회에 공산당의 지시를
먼저 따라야 한다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르라!”는 표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대형 종교 건물에는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였으며, 심지어는 예배 전에 성가
대가 ‘공산당가(共產黨歌)’를 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성탄절
성탄절은 서양 절기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아야 하며, 크리스마스 기간에 외출을 금지하고, 선물을 교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대안으로 1893 년 12 월 26 일에 태어난,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모택동(毛澤東)
의 생일을 기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학생들이 크리스마스는 알지 모르지만 모 주석의 생일은 모른다
며 모택동의 시를 낭송하고 찬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3) 구계명(九誡命)
중국 정부는 기독교가 사회주의와 잘 조화하도록(중국화) 5 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성경 개작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이미 시주석의 명령으로 기독교 율법의 핵심인 10 계명 중 가장 첫 번째인 제 1 계명을 삭제하였
습니다. “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가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이나, 로마 시대에 황제들처럼… 앞으로 중
국정부는 구약 성경을 중국의 유교와 사회주의 윤리를 반영하여 재 번역하고, 사회주의 이상과 중국문화가 보
다 더 신성하게 보이도록 신약성경에 새로운 주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자기의 소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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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별 쿼터제’라고 해여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을 1/3 이상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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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에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005 년부터 모든 정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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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2004 년도에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6 년에 선출된 현재 총통(한국의 대통령)은 여성입니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들 속에 함께 자라고 있는 반신앙적 문화가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
대만은 지난 해 11 월에 지방선거에서 10 년 만에 국민투표로 매우 민
감한 문제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사안은 ‘동성
결혼의 허용 여부’, ‘동성커플의 사실혼 관계 허용 여부’, ‘중등교육과정
성 평등 교육에서의 동성애 관련 교육 금지 여부’, ‘성교육 시간에 동성
애 과련 교육 시행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대만의 교회는 함
께 기도하며 동성애 관련 법들이 하나님이 법에서 위배되지 않기를 위해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만의 악한 법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만의 기독교인이 6% 좌우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만에 세워지고 있는 性別友善(No Gender) 화
장실 (友善은 ‘사이가 좋다’는 의미)

서 대만교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위기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만은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명목으로 ‘no gender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性; gender)을 자신이 정할 수 있음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앞으로 대만이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락하도록 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같은 아
시아권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2) 혼합주의적 신앙
최근 제가 있는 가오슝 지역 대만 교회에 ‘청년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 번에 200 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데, 청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의 오랜 경험이 있는 목사님 부부의 헌신된
모습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를 주일에 드리지 않습니다. 첫 예배는 수요일 저녁에,
두번째 예배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믿지 않는 사람(전도대상)과 함께 교회로 놀러 옵니다. 카
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연을 보면서 가족들과 쉼을 갖도록 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방법도 “교회에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커피 마셔요… 함께 쉬러 갑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러한 방법에 대해서 담당 목사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주말이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이 교회의 예배 방식은 매우 유용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
다. 어떤 교회는 춘지에(설날) 전과 후의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전해지는 말씀에 복음의 능
력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대만교회에 명확한 교리와 그 교리를 법으로 치리해 나
가는 조직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교단은 존재하지만 개교회의 판단에 따라 예배의 형태가 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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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질서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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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소수민족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복음화율이 거
의 90%가 넘는 곳이라고 들었기에 많은 기대감을 안고 있었습니
다. 산을 굽이굽이 넘어서 찾아간 그곳에는 ‘백합 꽃’ 상징물들과
멧돼지 벽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의 장로
님을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니, 멧돼지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종족들이 사는 마을이고, 백합은 가장 용맹하게 사냥을 한 사람에
게 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마을 집집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멧돼지 형상물이 있었고, 어느 집에는 뱀그림이
십자가와 함께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뱀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그들 안에는 버
리지 못하는 우상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을의 복음화에는 기독교(개신교) 뿐 아니라, 천주
교와 안식교까지 있음도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 대만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가지 발견한 것은
대만교회에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나 대만과 대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더 배워 나가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제목】
중국 땅에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죄악들이 무너지되, 그 때까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믿음을 저하여 주옵소서! 대만의 성정체성으로 인한 하나님을 대적함을 물리쳐 주시고, 대만의 교회에 건강
한 복음의 진리가 넘치도록 교회와 선교사들이 깨어 있게 하옵소서!

셋, “대만(台灣)을 딛고 중화(中華)를 넘어 열방(列邦)으로”
한국은 복음화인 ‘한국선교(Korea Mission)’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고, 이제는 한국을 통한 세계선교를 꿈
꾸는 ‘선교한국(Mission Korea)’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대만은 현재 6~7%의 개신교 복음화와 교회와 교단별로
의 조직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영역별로 갖춘 균형 잡힌 성장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
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와 선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롭게 대만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대만교
회를 견고하게 세워 가기 위해 채워져야 할 영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대만은 전세계의 화교(華僑)를 통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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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복음화의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의 선
교사 추방이라는 큰 변화로 인하여 선교대만(宣教台灣；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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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만교회가 건강하게 내적 성장을 이루어가며, 동시에 세계 복음
화를 위한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1)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곳 대만에는 종교적 문제로 억압을 하거나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들은 위신과
운명에 메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神)’까지도 예의를 갖추어서 달래야만 하는 삶
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만의 사람들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
다. 지난 겨울에 대만교회와 연합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찬
양을 하며, 선물을 주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도록 권면했습니다.
2) 캠퍼스 선교의 필요성
제가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은 원자오외국어대학교(文藻外語大學校)입니다. 언어과정을 통해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 베트남, 일본, 브라질, 영국,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국 스님 여러 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아니기에, 만남 속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학교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기독교동아리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수 없이 학생들끼리 복음
전하는 여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학기에는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만의
캠퍼스 선교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지난 2 월 5 일, 대만의 최대 명절인 춘지에(春節; 설날)는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은 60 이 넘으신 선
교사님들에게 세배를 하고 준비해주신 세배 돈(홍바오; 紅包)을 받고
즐거워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주님
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게 될 것이라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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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교파적 모임으로 대만 선교사로 30 년 넘게 사역하고 계신 선
배님들의 지혜와 다양한 사역으로 대만복음화에 힘쓰고 있는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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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을 딛고 中華를 넘어 列邦 으로
선교사들과의 만남은 많은 힘과 격려가 됩니다. 특별히 중국 대륙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화교권을 향한 선교의 허브(중심)를 감당할 곳으로 대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월 4
일부터 대만의 복음화와 대만을 통한 세계 선교에 대해 함께 나누는 “세미나”다 개최됩니다. 변환기에 대만으로
오게 된 저에게는 매우 기대되며 기도로 준비하는 세미나입니다.
4)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대만의 정착을 위해 현지 성도들을 알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씨
앗교회)의 교수 부부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대화
하며, 대만의 교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를 알게 되었는데, 저희
가정을 초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학원을 통한 학생들과 부모들을
접촉하여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아내(김수희 선교사)에게도 학
원의 공간을 활용해서 ‘한국어 반’을 만들어서 대만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3) 역사 속 하나님 이야기
2 월 8 일~9 일에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오슝한인교회(高雄韓國
教會) 청소년부 수련회의에서 강의와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God’s story)’라는 제목으
로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복음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까지의 ‘지나온 역사’를 알
려주며 현재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이어서 아울러 그들의 시대에
주어진 ‘시대적 대의’인 교회 회복과 민족의 통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의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모습이 복음의 증거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자
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만에
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의 길이 열리기
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신) 북녘 땅에 복음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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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과 내지의 일군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페이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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