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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 연구 보고서의 
제작 경위

로잔 운동은     1) 온 교회가 전 세계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일에 힘을 불어 넣기 위해 모인 국제 운동이다” .
그 근간은 년의 에딘버러      1910 Edinburgh 와 년의 베를린에서 열렸던 역사적인 회의까지 거슬1966

러 올라간다 전도자 빌리 그래함에 의해 년 월 스위스의 로잔에서 소집된 제 차 국제 선교 회. 1974 7 1
의가 로잔 운동의 시발이다 이 회의의 가장 놀라운  결과는 개국에서 모인 명의 지지를 . 150 2,430 
받은 로잔 선언Lausanne Covenant 2)이었다 이 선언문은 역사적으로 신조 들에서 천명하고 있. creeds
는 기독교 믿음의 본질을 선언함과 동시에 선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로잔 회의와 년 마. 1989
닐라에서 개최된 두 번째 회의를 거치면서 많은 활동들이 생겨났다 선언문과 여러 언어로 쓰여진. ( ) 
로잔의 이름으로 행해진 많은 국지적 행사들과 전문 컨퍼런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lausanne.org서 찾아 볼 수 있다.
로잔 국제 위원회는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결집시키는 또 하나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성     

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부상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지도자들이 기금조성. 
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여 오늘날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한 모금액을 거두도록 계획

했다 위원회는 이 컨퍼런스를 포럼 .  a Forum 이라 부르기로 결정했다 포럼으로서 그 구조는 가지  .  31 
쟁점 각 쟁점을 중심으로 쟁점그룹이 형성된다 중 어느 하나에 기여할 바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 ) 
라도 참석이 허용될 것이다 이 이슈들은 전 세계적 연구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좋은 소식.  
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선별되었다. 

이 로잔 보고서    Lausanne Occasional Paper 는 이들 이슈 그룹 중 한 그룹에서 나온 것이다 보고(LOP) . 
서들은 전체 이슈그룹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보고서와 다른 출판물들에 대한 정보는   , 
www.lausanne.org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년 개최된 세계 선교 회의를 위한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르심     2004 “ , , ” 
이었다 이 포럼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태국의 파타야. 2004 9 29 10 5 Pattaya에서 개최되었으며, 130 
개국에서 명이 참석하였고 이들은  개의 쟁점 그룹 중 한 그룹에서 활동하였다1,530 , 31 .

이 포럼의 결론에 나와 있는  확정된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진지한 대화와 기도 깊은 성찰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셨다 전 세계의 광     “ , . 
범위하고 다양한 문화와 실질적으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함께 모인 대표들은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모색했고 거룩한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을 같이하기로 , 
하였다.

최근의 대대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형변화는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새로운 도전을 불러 일으켰     ,  
다 동 서 간의 양극화 현상으로 교회는 현 상황의 도전들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 , 
하심을 절실히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년 제 차 로잔 대회를 개최함으로 시작된 로잔운동은 성경의 권위와 함께 인간의 원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1974 1

신앙과 헌신을 강조하는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서 교파들의 폭넓은 연합을 시도하였던 빌리 그래함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 복음주의 운동은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와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가 교회 안에 머물. (NAE) 1 (WEF)

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복음주의 운동으로 확산시켜 온 결과이기도 하다 역자 주. - 

2) 땅이여 주의 음성을 듣자 라는 주제로 "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스위스 로잔에서 모인 이 대회에서는 빌

리 그레함 목사를 비롯한 여 개 국에서 개 교파에 속한 명의 150 135 3,803 전 세계 복음주의 대표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회집하여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세계선교개념을 제 세계 까지 확대시킨 로잔 선언을 채택했는데 당시 3

세계의 언론들이 이 선언을 세기에 가장 의미 있는 크리스천 선언 가운데 하나 라고 평가했다 이 로잔선언‘20 ’ . 

은 존 스토트 목사가 기초하였다 역자 주(John R. W. Sto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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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이슈 그룹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에이즈       31 HIV/AIDS 테러리즘 세계화 미디어의 , ,  , 
세계적 역할 빈곤 크리스천의 박해 가족 파탄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국가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 , , , , 
고방식 아동 학대 도시화 그리고 장애인와 타인에 대한 무시 등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이 다루어 졌, , , 
다.

이 그룹들이 세계 선교의 핵심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졌다     . 
구체적인 대안들을 집중하여 찾는 가운데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주제들이 전면으로 부상되었다.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주된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남아 있는   . 

여 미전도 종족 내에 자립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인 것이다6,000 .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다 하지만 우     ,  . 

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다져 일반과 다른 삶의 방식과 영적 관. 
점을 가진 사람들 장애를 가진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다가가야 한다 우리는 세계 인구, . 
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그들 중 다수가 학대 받고 강제 노동과 군복무 노예로 내몰린 어, , 
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 전략적 경향은 교회 성장이 서구 사회 바깥에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아    . , 
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참석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 , 남반구3)에 있는 교회들의 역동적 특

성과 급속한 성장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남반구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 모범적

인 리더십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우리는 세계 대부분 지역이 정보가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졌을 때 가장 잘 이해하는 구두      ,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 세계 인구의 상당 비율이 문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 
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의지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야기나 우화의 형태로 전, . 
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인을 제자화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편으로 미디어를 사용    , 
하여 문화를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고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을 교회, 
에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임을 믿고 교회가 여자와 남자 그리고 젊은이들을 무장시    , , 
키고 격려하고 능력을 부여하여 선교라는 세계적인 과업을 이루는데 증인으로 또 공동 사역자로, , , 
서 그들의 소명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변화는 사역 그룹들     working groups 에서 나온 주제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받고 싶은 욕구와 성. , 

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의 도전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은 열망과 동료 그리스도, 
인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할 필요를 인정한다, . 
우리는 복음의 범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몸과 마음 혼과 영을 아우르는 영역임을 인, 
정한다 그러므로  사회봉사와 복음 선포가 점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과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     

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격려한다 박해받고 있는 교회의 현, . 
실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 전 세계 교회 의 문제로 인식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동( ) , 
시에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양심의 자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면서도 우리의 적들에 대한 ,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이라 할 에이즈의 창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로잔 운동은      .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재앙에 대해 기도하고 전인적 대처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 .
사태 이라크 전쟁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보복행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복     “9/11 ", , , , 

음과 기독교 신앙이 어떤 하나의 지정학적 실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 
기독교 신앙이 모든 정치적 실재를 초월한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는 모든 갈등과 테러리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죽음에 대해 염려하며 애도한다 우     . 

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화해를 적극 주도하며 종교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어떤 

갈등요인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인의 임무는 피스메이커 가 되. peacemaker

3)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도상국 역자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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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통해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하    , 

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사건 속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위한 . 
기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교회는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을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세계의 복음.  
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에 집중하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이 포럼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역하는 파트너십을 경험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은사     . 
를 극대화하여 세계 선교 사역에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세계 교회가 힘쓰기

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개발하는데 보다 더 계획적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며 교회들이 창조     ,  

적인 방법을 모색하어 이 새로운 리더들이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어 파송 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들이 생각해 볼  많은 실제적인 제안들이 제출되었다 이 제안들은 로잔 웹 사이트와 로잔 연     . 
구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여러 사례 연구들과 활동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져. 
서 교회가 가장 무시 받는 집단 또 복음에 저항적인 집단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명하고 적, 
절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모든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

도한다.   
우리를 초대하여 포럼에서 환영 인사를 해준 타이교회에게 사의를 표한다 지구의 네 모퉁이에     , . 

서 와 이곳에 모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들 . 
발전시켰고 새 친구들을 만났으며 우리의 다양한 사역 안에서 서로 서로를 격려했다 여러 곳에서 , ,  . 
복음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물려받은 종교적 문화적 전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 , 
기 이 포럼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새로운 부르심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 들였다 우리. 
는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도록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알리는 데 헌신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포럼 결과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응답이며 교회가 포럼의 결과에 동기부여를 받     , 

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으리라는 그들의 열망이 담겨있다, .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그 부르심을 모색할      

때 이 글과 다른 로잔 연구 보고서에 있는 사례 연구들과 실제적인 제안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 
회에 위대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데이비드 클래이던      David Clay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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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지난 년간     . 10  BAM에 종

사해 오면서 우리는 일터와 교회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모든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

험해 왔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동적인 운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 
교회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운동은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 
활동하는 새 물결이며 세기를 위한 매우 적절한 전략이다,  21 . 하나님은 전 세계 선남선녀들을 통하

여 새로운 사역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다 그들은 전 사업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 ( ) �

위한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사업 및 교회와 선교단체에 종사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기독교지. , 
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 
세상의 다양한 필요들을 BAM이 역동적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의  
몇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자  
레네 파딜라     Rene Padilla는  BAM을 열광적으로 추천하는 탁월한 아르헨티나의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이

며 저술가이다 그는.  BAM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예수의 부르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 일하고 계시며 내일도 일하실 하나님,  ,  
비즈니스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아래의 인용들과 같이 분명하게     ,  BAM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인정한다.
“ ,  21 . 효과적이고 통전적인 선교 전략들을 살펴 볼 때 세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비즈

.” 니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늘 핵심 개척자였다      
    스투아르트 맥그리비Stuart McGreevy,  ,TBN Transformational Business Network의 의장

  “기독교 선교 초기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은 종종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이들에 의하여 새로운

.” 장소로 전파되었다       해리 굿히 Harry Goodhew, 오스트리아 시드니의 퇴직 주교

세기를 위한  적절한 전략21 
      BAM은 단순한 기금조성을 위한  전술이나 비자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기를 위한 특히 . 21 , 

창을 위한  적절한 전략이다10/40 .

   “ 21 .” 세계 전도에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것은 세기 선교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다   
    테드 야마모리 Ted Y amamori,  로잔 운동LCWE의 국제 이사

   “ , 경제에 기반을 둔 선교는 기독교 선교에 중요한 외적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전략 그 이상

, :으로 이와 관련된 약속이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 19:17)’주리라 잠  .”  쥬르그 옵레흐트 Ju.rg Opprecht, Business and Professional Network ,  의 설립자 겸 대표 스위스

   "BAM 10/40 . ”은 창과 그 외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이다   
     루이스 부시 Luis Bush,  World Inquiry, founder of the AD2000 Movement /의 미국 아르헨티나 디렉터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 , 남 녀 사업가들이 창조적인 사랑의 활동을 통하여 전 세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거룩한 책임

. ” 을 맡도록 부르심을 입고 있다   구나 올손 J. Gunnar Olson, ICCC,, 국제 크리스천 상업 회의 의장 설립자

우리는 큰 기쁨과 기대로 이 보고서를 전 세계 교회에 제시한다      . 
      매츠 튜네핵 Mats Tunehag,   웨인 멕기  Wayne McGee 조시 플루머    Josie Pl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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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빈곤한 세계 
     이  세상은 세계 교회를 향하여 신선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슬람과 힌두교 그리고 . , 
불교를 신봉하는 지역과 세계 미전도종족의 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 세계 극빈자층의 가 90% 80%
살고 있다. 이들 나라의 실업율은 에서 에 이르고 이 지역의 크리스천 소수민의 실업률은 더 높30% 80% , 
다 또한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  Sub-Saharan Africa 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크리스천을 비롯한 많은 사람

들이 일자리 부족과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으로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4)

향후 년에 걸쳐 억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일자리가 거의 없는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교회와 특       20 20 . 
히 기독 실업인들은 이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원조가 아니라 일자리 즉 보조금을 받는 일자리가 아닌 실제 직, , 
업이다 이것이 가난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이자 자립 행보이다.  . 

새로운 부르심BAM -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    
수천의 기독 실업가들의 물결이 일고 있다 하나님은 세계 교회들이 비즈니스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심을 재발견하도록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와 태평양 연안 지역들을 두루 행하시며 역사, , ,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돌보는 창조사역의 위임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비즈니스라는 제도     
와 관례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열방을 제자 삼는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의 완수를 위해 비즈니스의 힘을  
풀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다. 

사업가들은 사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요 그분을 섬기는 표현이라는 새로운 시각에 눈을       ,  
떠가고 있다 그들은 사업가로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 , 
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업가들이 비즈니스에서 얻은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세계 선교라는 과제와 어. 
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구상하게 하신다.5)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 안에서 온  
열방에 나아갈 더 많은 사업가들을 온 열방 가운데 부르고 계신다.6)

4)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의 가난이 인류에게 주는 고통을 심각하다 , .
억 세계 인구의 가 하루에 미화 달러 이내로 살아가고 있다   - 60 50 % 2 .

세계 인구의 가 미화 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 20 % 1 . 
세계 어린이의 가 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있다   - 2o% 5 .
세계 어린이의 가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 5o% .

     Statistics from the UN Human Development Report 역자 첨가 - 

5) 켄 엘드레드 Ken Eldred 는 자신의 책 비즈니스 미션에서 비즈니스 선교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효과적인 사실 ‘ ’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미션 예수전도단 역자 주 10 .( 52~54. ) - 
비즈니스 선교는 전적인 자립형 선교의 모델이다   1- .

비즈니스 선교는 어디에서나 필요한 전문 기술과 자본을 제공한다   2- .

비즈니스 선교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3- .
비즈니스 선교는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그 나라를 축복한다   4- .

비즈니스 선교는 복음에 문을 닫은 나라들을 여는 열쇠이다   5- .

비즈니스 선교는 복음을 말로 드러낸다   6- . 
비즈니스 선교는 복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다   7- .

비즈니스 선교는 현지 교회의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   8- .

비즈니스 선교는 전통적 선교의 유익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9- .

비즈니스 선교는 교회에 잠재되어 있는 고급 인력과 자원을 동원한다  10-  .

6)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라고 부를 수 있다 역자 주 ‘Business Nom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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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몇몇의 사람들에게 지적 영적 자원을 은사로 주셔서 사업가로 부르신다 은 이러, . BAM
한 은사를 받은 이들을 돕고 격려하고자 하며 주께 하듯 비즈니스 하는 것에 관심과 헌신을 불, 
러 일으키고자 한다 은 사업가들을 도와 그들이 기회를 얻고 기술과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 BAM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곤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 
포할 확실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갈망한다. 
나는 이러한 노력과 지구적 두뇌 집단을 열심히 지원하여  기독교 초기 선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

원의 소식들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이들에 의하여 새로운 장소로 자주 전파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원문에는 없는데요.” ( . ..)    해리 굿휴 Harry Goodhew 은퇴한  시드니의 성공회 주교 호주  ,  , 

이 새로운 선교 운동을 칭하는 용어가       'Business as mission'7)이다. 비즈니스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 
역이자 선교의 도구이다, . BAM은 교회 안에 있는 기업가와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그들의 사업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파송하는 운동이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 세계에 라는 모토는  그리스도. “ ”
의 몸8)안에 있는 사업가들에게 확신을 주어 일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가들 . 
이 사업상 재능을 발휘하여 그 사업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들이 속한 ,  
지역 공동체와 국가를 사업을 통해 변화시키며 바로 그 사업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 ' '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땅에 진출하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비즈니스는 세기 선교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리스도의 이름     21 . 

을 거의 듣지 못했거나 모르는  많은 나라에서 크리스천은 선교사 일 때보다는 사업가 일 때 더 환영“ ” “ ”
받는다 비즈니스는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관계에 적용되어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를 축복하는 . , 
무수한 통로를 제공해 주게 된다. 

이런 축복은 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두 사례가 그 예이다    , . 

중앙아시아의 한 기독교인은 믿는 자가 거의 없는 무슬림 지역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1)#
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 전문가 .# “ professional+Christian 가 아니라 서방” ,#
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자신들을 개종시키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그는 

공개적인 적대감과 소외감을 경험해야 했다 이후 그는 소규모의 가축사업을 시작했다 이. . 
러한 그의 삶의 방식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를 적대했던 사람들, 
은 이제 그가 예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했다 무슬림들조. 
차 그를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받아들였

다 그 결과 그는 그 지역의 원로회 일원이 되어 봉사하고 있다. .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목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인도의 주요 종족 가운데 세워진 한  2)#
회사가  있었다 사업을 통해 얻게 된 여러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 설립자는 말과 행동으로 자IT# .#

신의 믿음을 나눌 수 있었다 이 회사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1.# 고객에게 창조적이며 혁신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 ,# ,#
최고 수준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2.# 고용자들에게 의미 있고 도전적인 일과 안정성## ,# ,#
수준급의 월급###### good$salaries 개발기회 그리고 즐거운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 .
우리의 목적은  투자에 대한 매력적인 수익##3.# attractive$returns"을 제공하므로 

우리의 ###### 투자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7) ‘ 는 편리상 으로 줄였다 역자 주business as mission’ BAM . - 
8)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이는 개교회로부터 전세계의 모든 교회들까지 다 포함된다 세상의 모든 기 ( 412). . 

독 실업인 또는 크리스천 사업가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며 이들을 불러 그들만이 감당할 수 있, 

는 독특한 사역과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역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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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적은 지식과 부를 창조하고 지역의 관심사들에 기여함으로 ##4.# ,#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다# .
우리의 목적은 성공과 높은 도덕적 기준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5.#
사회에 $$$$$$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실하고 선한 청지기로서##6.#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

 
일자리가 없는 무슬림들과 가난한 불교신자와 힌두교도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역한 지 수 세기     

가 지났지만 매우 제한적인 발전만이 있었을 뿐이다 교회는 추수지의 환경이 바뀐 현장에서 늘 과거, . , 
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교회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 
또  교회와 선교단체가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9)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들과 전략들이 필요하     
다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면서 지역 교회와 국가적 선교운동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선교의 모델. , 
이 더욱 필요하다. BAM은 이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기독실업인들이 자신들의 국가와 그 이상을  변. 
화시키는 주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이 무장되고 지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

동유럽에서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교파 배경이 다른 많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 . 
우리에게 돈을 보내지 마세요 이는 분열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 . . 
사업가들 보내주시면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크로아티아에서 온 지도자, .” 
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시작. “ .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도와주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줄 선한 사업가가 더 우선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비즈니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는      . 

선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시고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회복시키도록 도울 비즈니스를 통하여 , 
우리를 부르시는 독특하고 멋진 기회들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열방에 모든 복음을 . , 
전해 주는 교회를 바라보는 꿈을 꾸고 있다 열방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 
도하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의 권능으로 변화된 백성들과 지역들을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 . BAM
은 사업가들을 인정하고 동원하고 무장시켜 배치하는 것이다, , .

 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그  BAM .  BAM , 
결과는 변화이다.

하나님의 보다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

9) 교회는 과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였지만 지금은 녹슬어 버린 그 칼과 창으로는 더 이 . 

상 현대의 고도로 전략적으로 무장된 사단을 물리 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추수지와 그 대상, 

이 바뀐 상황을 무시하고 한 때 성공했던 과거의 추수법과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

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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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배경 설명 1 : 

이란 무엇인가1. BAM ?
용어 정의

서  론
본 장의 목적은 몇 가지 핵심 단어와 표현들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표     . 

현들은 명확하고 일관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정통. ‘ orthodoxy BAM 혹은 그 새로운 용어를  ’’ 
만들려는 목적도 아니고 다른 용어들과 정의들을 선호하는 집단들과 주도자들을 배제하려는 목적도 , 
아니다 이 운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표현들은 변화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 transformational 
business’,10)  ‘대사명 회사들great commission companies’11) 그리고  왕국 비즈니스 ‘ kingdom business’ 12)등이다 저자들 . 
은 'BAM'이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가장 유용하다거나 가장 우선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 
BAM이란 용어 그 자체는 비즈니스와 선교가 연결되는 다양한  영역들을  아우르는 상당히 광범위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용어들이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더 제한을 받는다 우     , .  

리는 다른 언어로 다른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대안적 표현, , 
들을 기대한다 이 문서에서 대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는 우리가 상황에 맞게 구체적 필요에 따. , 
라 개선하고 고쳐야 할 앞으로의 변화와 변칙적 상황들을 염두에 둔 점선 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 .  

은 통전적 선교 BAM WHOLISTIC MISSION13)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통전적 선교는 삶과 신앙의 모든 면들이 유기적인 성경적 통일체가 되게 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  

경제 발전 고용과 실업 경제 정의 사람들 사이에서 천연자원과 창조적 자원의 사용과 분배와 같은 , , , 
비즈니스에 관련된 주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한 범주이다.  

선교와 사회적 관심은 아직도 서로 분리되어 서로 무관한 것처럼 여겨진다 이는 성스럽다 거나 영     . ‘ ’ ‘
적 이라고 여기는 것들과 세속적 혹은 물질적 이라고 여기는 것들 사이에 어떤 분리가 있음을 암시’ , ‘ ’  ‘ ’
한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삶의 통합된 일관된 통전적 시각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사역은 영적인 . , . ‘
것 과 육체적인 것 으로 나누어져서도 조각나서도 안 된다’ ‘ ’ . BAM은 이러한  통전적인 패러다임의 한 표

현이다.

비즈니스는   선교이며 소명이자 그 자체로 사역이다 인간의 활동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누리기 , , .  
위해 선한 과정을 거쳐 선한 것을 창조하고 창조적이 되도록 지음 받은 우리의 거룩한 근원을 반영한다, . 

10) ‘변화를 추구하는 비즈니스transformational busin ess’란 비즈니스를 통하여 사람과 지역과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영적으

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용어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을 변화시키는 비즈니스가 옳다. ‘.... ’ .  - 
역자 주

11) ‘대사명 회사들great commission companies’란 회사 운영을 통하여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명한 대 사명을마 이( 28:18~29) 
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역자 주.- 

12) 왕국 비즈니스“ kingdom business 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으로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실제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토니 블랙.” ( Tony Black 역자 주) - 
13) 미시적(micro)은 좁고 세밀하게 라는 뜻이라면‘ ’, ‘ ’ , 거시적(macro)은 멀리 넒게 라는 뜻이고‘ ’, ‘ ’ , 통전적 holistic 

이란 전체적 혹은 전체‘ ’ ‘ whole’를 다 포함하는이란 의미이다’ . 통전적 선교란 교파성과 교단성 또 다양한 차별과 

노선의 입장을 버리고 또 성직자와 평신도이 차별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 , 

시는 모는 것들을 제공하여 그들을 전인적 holistic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

을 누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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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왕국 비즈니스BAM ‘ ’가 있다. 
왕국 비즈니스     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14)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신학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셔서 모든 유형의 선교와 선교 벤처에서 일하도록 하시. 
는 것과 같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백성을 부르신다, . 

이 문서에서 우리는     ‘ BAM-비즈니스’라는 용어 보다는 왕국 비즈니스 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할 것‘ ’
이다.15)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중

요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의 명령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지역. 
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타문화권 선교에 집중해야 하고 경제적인 빈곤으로 허덕이는 지역과 비복음화지역, 
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물론 이 모든 활동이 다 국경을 넘어가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근접한 지역 내에서도 필요한 활동임을 인정한다. . 
     BAM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하여 그들이 특별히 개발도상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하며  또 그들을 비즈니스 영역에 머물도록 하는 촉진자로 활동하는 것이다.  

은 일터 사역 과는 다르지만 관련이 있다BAM ‘ ’ .
일터 사역은    16)Workplace MInistries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의 증거를 통하여 주로  일터에 속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의 원칙. 
들을 모든 비즈니스의 실무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BAM은 일터사역의 이런 요소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신자가 소유한 비즈니스에서 일터 사역이 시작되     
면 실질적인 중복이 있을 것이다 일터 사역은 비즈니스 상황 그 자체 내, . “ within" 로 사역을 한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BAM은 비즈니스 내 와 비즈니스를 통하여 이 두 영역에 모두 관심을 갖는다“ ” “ ” .  BAM은  공

동체 또는 국가 전체에 계획된 선교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비즈니스의 자원과 그 힘을 동력화하고자 

한다 일터 사역은 일정한 여건에서는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은 모든 백성에게 복음. . BAM “ ” 
을 전하라는 명령에 계획과 의도를 갖고 행하며 따라서  영적 물질적 필요가 가장 큰 곳을 찾는다, , .

은 텐트 메이킹과는 다르지만 관련이 있다BAM ‘ ’ .
텐트메이킹      " Tentmaking 은 원칙적으로 비즈니스에 고용되어 일하거나 비즈니스에 종사함으로 스스" , 

로 재정을 충당하는 크리스천 전문가들의 활동을 뜻한다 이들은 후원자에 의지하지 않고 또 자신들. 
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 텐트메이킹은 성직자나 전문사역. 
자가 아닌 평신도 크리스천에 의한 선교를 강조하는 일과 복음증거가 하나로 통합됨을 의미한다, . 
턴트메이커가 선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비즈니스 벤처에 속하게 되면 과 사실 상의 중복이      , BAM

생긴다 그러나 텐트메이커들이 비즈니스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그 자체는 . , BAM에서 그

자체가 선교의 한 통합적 부분인 것과 달리 비즈니스 그 자체는 선교와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  
BAM은 비즈니스를 매체와 메시지 이 양자로 본다, . BAM 사역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써 일자리 창출‘
job-making 이 있다 텐트메이킹 역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 보다는 단순히 선교’ . ,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떤 곳에 고용되는 취업(‘job-taking 경우가 훨씬 빈번하다') .

14) 마 역자 주 22:37~40 - 

15) 은 년 월  라는 글에서 과  관련한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였다 역자 주G. Marx 200 6 -  a South African Perspective BAM .  - 
      비즈니스의 영역을 통하여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1 - BAM :  .

왕국 비즈니스 전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인 토니 블랙 은 왕국 비즈니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왕국 비즈       2- : CEO , Tony Black  . “
니스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으로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실제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왕국 기업가 이들은 다문화 선교적 사업을 통해 또  인간의 실제적인 필요를 해결함으로 그리고 사역의 수단으로서 그들의 통찰       3- : , , 

력 사용을 통해 선교지의 현지인들과 경제를 제자화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전도자( ) apostles들이다.
왕국 회사들 왕국 회사는 왕국비전과 책임감 잘  관리되고 이익을 남기고 그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설립되어 교회        4- : , , , , 

개척과 교회 번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경적 윤리로 운영된다.  
16)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직장 사역으로 부르고 있다 역자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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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BAM BUSINESS FOR MISSIONS와는 다르다.
 비즈니스에서 거둔 이익금을 선교와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할 수 있는데 이것은     , BAM과 다르

다 비즈니스 벤처를 통해 다른 사역의 지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한 . BFM 으Business For Mission 로 부를 수 있

다. 우리는 비즈니스에서 창출된 이익으로 선하고 효과적으로 선교지원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

다. 마찬지로 종업원이 자신의 월급의 일부를 자선을 목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이것은 마땅히 장려되. 
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누구도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 돈을 벌겠다는 일념을 가진 의사에게 수술을 ,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정확한 기술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전문인다운 성실. 
함을 발휘하여 능숙하게 수술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BAM 비즈니스는 새로운 부를 창출/
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야만 한다.#BAM 비즈니스는/ +BAM의 모든 사업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를 성취하고자 한다 의 개념은 비즈니스와 사업가들을 실제 .#BFM ‘
선교 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로 제한할 수 있다’ .#BAM은 자금 조달이 중요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BAM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영리목적의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다,# .#

은 비사업과 비선교BAM $NON5BUSINESSES$AND$NON5MISSIONS를 묵과하지 않는다.$
어떤 정의를 사용한다 해도 #### BAM의 범위에 들지 않는 두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가 있다 실제 사.#1)

업은 하지 않고 단지 선교사가 들어가려는 나라의 입국비자를 얻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유령 비즈니

스와  기독교적 동기를 갖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사적인 2)# ,# ,##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비즈니스이다 우리는 또한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갖.#
고 있지 않은 기독인이 경영하는 비즈니스도 용납하지 않는다.##

은 이익을 추구한다BAM .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기꺼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재정적으로 유지 되어####

야 한다 비즈니스 유지가능성은 비즈니스 활동이 이익을 남겨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은 .( )# .#
모든 문화 속에서 모든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익 없이 비즈니스는 생존할 수 없으며 그 .# ,#
목적을 성취할 수도 없다 따라서 .# BAM은 비즈니스로 부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실제  비
즈니스이다.#BAM은 이익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또는 비성경적이라고 보지 않는,#
다 그 정반대로 가혹하게 이익을 챙긴다거나 고객을 속여 벌었다거나 그리스도와 그 분의 복음에 .# ,# ,#
영예가 되지 못한 제품을 파는 경우가 아닌 한 이익은 선하고 훌륭하며 하나님과 그 분의 목적에 유,# ,#
익하다.17) 일시적인 보조는 # BAM의 초기 단계에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
없는 항구적인 보조 혹은 재정적 지원은 BAM을 기본으로 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자선 사업 혹은 기

부금을 기본으로 하는 사역에 가깝다.

비즈니스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의 비즈니스 역시 비즈니스이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 BAM ,$ .$
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점을 가진 비즈니스이다.

은 그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다BAM .
비즈니스와 선교가 사용하는 전략들과 방법론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다양하게 창조      , 

하신 것과 같이 창조적으로 다양할 것이다 비즈니스의 규모가 중요한가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 . ? 

17) 비즈니스의 진정한 가치는 상품과 서비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올바로 달성되면  ‘.... . 

그 과정에서 이윤이익도 생긴다 중략 이윤이 없으면 사업도 할 수 없다 이윤은 고용원과 투자자를 보호( ) , - -  . 

하는 수단이다 이윤이 없으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윤은 좋은 것이며 그 만큼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 . 

제공했다는 증거이지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가격에 비해 사람들에게 유용, .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가치기 창출되고 더 많은 이윤이 남는다 다시 말해서 이윤이란 인류에게 더 많이 기여할 . 

수 있게 하는 수단이며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요소이다 비즈니스 미션 역자 주, .’ (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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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도 하다 가정과 개인에게 필요한 수입을 제공하고 그 결과 지역발전 교회 개척 제자화에 이바지. , , 
하게 하는 크리스천 극소기업Christian micro-enterprise18 )프로그램이 있다 크리스천 극소 기업은 잘 발전해  .  
왔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해 온 상당한 규모의 업체가 , .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업체는 . BAM의 보다 광범위한 정의와 운영을 위한 합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보다 큰 규모의 비즈니스에 있다 우리 앞에 있     , . 

는 거대한 도전(BAM 을 시작하려면 우리는 극소규모를 넘어서서 소규모 중간 규모 대형 규모 등으) , , , , 
로 더 크게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  

은 본질적으로 직업과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BAM .
러시아 마피아도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돈 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 .#

버는 것이 (BAM)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다 일과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일은 인간의 신.# .#
성한 활동으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와 국가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
는 수단이다 그러나 .# BAM은 기독교적 직업창출 사업이 아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보.#
다 부유하게 만드는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BAM은  예수님의 기도인 “나라가 임하옵시오
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이를 일터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이다   BAM ‘ ’ .

18) 극소기업 (micro-enterprise)은  소규모 비즈니스의 유형으로 명 이내의 종업원과 초기 투입 자본이 미화 5 불 35,000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극소 기업의 창업자를 라고 부른다 이 이런 극소기업으로 시. Entrepreneur . BAM

작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그 대부분이 벤처 형태인데 이를 벤처라고 부른다 역자 주, 'BA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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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선교2. 
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 BAM

창조 사역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a)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우리가 행하는 선교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반영하. . 
는 우주를 창조하셨다 시 장 장 피조물들이 죄와 그 결과로 인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8 , 19 ). 
님께서는 계속적인 창조와 모든 만물을 보존하심으로 피조물과의 구속적인 관계를 계속하시고 계신

다창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우리의 전인격적 구속에 관여하신다 왕이신 ( 1:27). , . 
하나님은 개인으로서 또한 열방으로서 모든 인류와 왕국 관계, kingdom relationship 를 맺고 계신다 하나님 . 
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경배하는 자들을 전적으로 구속하심으로 모든 백성 국가민족으( / )
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시 딤전 ( 64; 1:15~17)
      BAM은  가지를 염두에 둔다 하나님은 중심에 계신다 그 영역은 전 세계이다 민족국가4 . a) ; b) ; c) ( , 
인종들 과 백성 개인들 이 대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결과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나 하나님의 창) ( ) ; d) . 
조적 행위들은 물리적 형태로 가장 분명하게 감지된다 거대한 별들의  팽창 활동에서부터 우리 몸 속 . 

분자 조직의 세밀한 독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DNA . 
모든 만물을 물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구와 , . , 
해와 달을 물과 나무를 동물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분의 성품은 창조 가, , . 
운데 드러난 내재된 가치 평가 혁신 그리고 기쁨으로 나타나 있다, . 

하나님은 그의 지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 분의 최초의 만족은      . “보시기에 좋았더라 는 말씀의 반복”
에19) 나타난다 하나님은 매일 동산을 거니셨고 그가 지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표징으로 자신의 백 . , 
성을 만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적으로 유지시키고 계시다는 점에서 창조물을 향한 하. 
나님의 사랑은 분명하다.

인간의 공동 창조와 일(b) 
     신학은 인류학과 상호관련을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 
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선을 수반하는 일을 하시고 자신의 노동의 열. , 
매를 즐기시며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시면서 지속적인 창조활동을 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 
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역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고 그들의 수고의 대가인  노동의 열, 
매를 거리낌 없이 즐기면서 이웃과 나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로 인. 
해 기뻐하시면서 창조물의 보존과 번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 ’, ‘ ’, 
충만하라 정복하라 창 등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축복과 명령은 인간 역시 ‘ ’, ‘ ’( 1:28)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존재임을 증거한다.
창조물을 돌보고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더불어 창조물을 즐기고 누리라는 초대도 있다 인정 많     .  

은 감독관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호해야만 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또한  지으신 만. , 
물이 섭리에 따라 운행하는 과정을 존중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과업을 성취할  능력을 주신다 아담과 이브는 부를 창조해야 하는 부가      . 
가치 창조에 연루되었다 일은 원자료를 식품과 제품과 서비스로 바꾸게 한다 일은 부잉여물 흑자! . ( , )
를 만들고 이 부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만든다, .

일은 예배행위이다 창세기 장의 가인의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아벨의 제물은 자신의 노동의      . 4 . 

19) 창 역자 주 1:10,12,1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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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에서 나왔고 가인의 제물은 자연적 농업 과정의 결과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인의 제물은 , . , 
땅의 열매였지 자신의 노동의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히브리 문화적 개념에 따르면 가인은 하나, . 
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전적으로 연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인의 제물엔 가인의 노동의 결과인 “ ‘ . 
어떤 대속적인 행위가 부족했다. 

일은 철저히 영적임과 동시에 철저히 인간적인 것이다 일는 창조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동역     . 
을 나타내는 분명한 행위이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축복과 명령이었기

에 일을 저주나 타락의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으. 
로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에 근거한 인간의 활동이다, .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행할 수 있

는 창조적 능력과 지혜와 도구 은사재능를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 / ) . 
보시고 즐거워하셨다 우리 역시 유용하고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면서 즐거워 할 수 있다. 

비즈니스와 청지기로서의 문화적 사명(c) 
     창조이야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 비즈니스와 기업은 한 사, 
회를 위한 부 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조직체를 필연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처럼 조직화된 ( ) . �

사회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생겼고 잘 순응된 개인들을 길러내고 유지보존하기 , 
위해 가족이 형성되었다 이는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이다. .

성경은 일과 비즈니스를 윤리적이고 공평하게 행할 것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다 성경에는 비즈     . 
니스 관계 고용 무역 돈 사용과 차용 등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훈적인 , , , 
본문들이 있다 그 내용들은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 적정한 임금 우수한은 작업 환경 적절. , , , 
한  투자 수익 기업의 사회 책임과 같은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청지기직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피조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재능과 부를 관리하는 개인적 책임까    , 

지 포함한다 비즈니스는 기업하는데 재능을 소유한 이들 기업가 과 다른 사람들종업원 에게 그들의 . ( ) ( )
특별한 봉사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께 하듯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한 비즈니스는 기업을 설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용되는 사람들 혹은 제    , , 
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이들까지 다 부양한다 비즈니스는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을뿐 . 
아니라 그 결과로 사람들을 축복해 준다 청지기직의 성경적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비즈니스는 무수, . 
한 기회들을 제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비즈니스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따라 행해지는 천. 
직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일이란 신성하고 노동은 존엄하다는 틀을 제공한다 일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자신의 “ ,$ .$
소명이 곧 직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 ,$
왕국을 건설하고 계시며 다른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 ,$
을 건설하는데  참여하게 하신다.”$$$

대로우 밀러 """"" L. Darrow$L.$Miller 직업에 대한 성경 신학의 발전시킴'"" ,"2002

타락과 그것이  비즈니스에  끼친 부정적 결과들(d)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모든 선한 것들이 왜곡되고 붕괴되었다 창 장 이처럼 죄로 인한 ( 3 ). 
타락은 일과 창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한 명령이기 우리는 타락한 세. 
상에서 비즈니스를 행하는 죄인들로 말미암아 야기된 무시하지 못할 도전과 문제들에 맞서 싸

워야 한다. 
일과 비즈니스는 죄를 짓게 하는 수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   , 

취 탐욕 부정직함 그리고 우상숭배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이라고 하여 기독교, , , . 
인들에게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에는 죄에 대한 기회만큼이나 하나님. 
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기회들이 오히려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생산적인 일과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는 인간에게 존엄성과 목적을 준다 할 일이 없거나 개인의 품    . 
위를 떨어뜨리는 일거리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비인간화한다 자기 부양과 타인 가족 공동체 등에 ( ) . ( , )
대한 기여 능력의 상실은 존엄성의 상실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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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 이후 공동체에 대한 초점은 이기심과 탐욕에 의하여 산산이 부수어졌다 이는 이것은 내 것     , . “
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는 태도를 낳았다 타락은 소수만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게 , .” . 
하는 반면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노예로 전락하는 무수한 시스템들을 초래해 ,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의 회복과  창조력을 포함하는 창조의 회복을 준비하셨     
다. 우리의 임무는 개인에게 재능을 부여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며 주신 , 
재능으로 일구어낸 부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타고 난 존엄성과 일의 가치를 회복시킴

으로써 하나님의 회복 과정에 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의 대사이며 비즈니스를 통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예롭게 . . 
하시는 비즈니스 기업과 부정직한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모든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축복해야

만 한다.   
    BAM의 구속적 가능성에20) 대해 보다 깊이 성찰하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선교 속에 있는  , 
비즈니스의 예들을 또한 신약 성경의 메시지와 관련하여 비즈니스의 적절성을 간략하게 살펴 볼 것,  
이다. 

비즈니스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교

비즈니스 통치자  요셉(a)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예는 요셉의 삶 속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창 장 그는 형들에 계략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 47-50 ). . 
을 쓰고 왕궁의 감옥에 갇혀 인생의 쓰디쓴 부정적인 삶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높여 바로왕의 농업장관으로 삼으셨다, . 
그의 경영기술은 분명히 드러났다 요셉은 바로 왕이 꾼 꿈을 통해 년의 풍년이 지난 후에 곧. 7
바로 년간의 흉년이 올 것을 알았다 그는 풍작이었던 년간 소출의 대부분을 곡식저장고에 7 . 7
저장하므로 다가올 년 흉년을 대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비7 . 
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의 자원을 비즈니스 . 
기술로 활용하여 모든 인류가 그 필요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 원칙의 모델인 이스라엘 (b) 
년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소    400 . 

름끼치는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통곡을 들으셨다 출 장 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의 , ( 1 ~3 ).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해방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 , 
며 경건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업 조건들을 제정하셨다 일이라는 신성한 직업을 돈과 소, , ( ) . 
유에 대한 우상적인 추구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 
성의 복지를 위하여  재산 일 그리고 비즈니스 간의  관계를 설정하셨다겔 장 레 장 예를 들, , ( 21~23 ; 25 ).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지켜야만 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휴식과 회복을 즐, , 
거워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삼가야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밭의 일부를 추수하지 않고 두

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이 풍성한 추수 밭의 남은 곡식을 거두게 하여 ,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였다 또한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부당한 이자를 . 
요구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 , 
고 자신들의 노동과 결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 . 
님의 끊임없는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신 장. ( 26-28 ).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보이지 않는 자연의 축

20) 일자리와 복음적 환경을 제공하므로 고용인들이 전인적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가능성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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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분리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농작물 가축 비즈니스 등등의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 , , 
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 성경이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회와 원조의 대비개. 
념이다 원조는 스스로 연명할 방법이 없어 원조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  . 
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 
만나를 제공해 주셨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식량을 구할 능력을 갖게 되자 만나는 거두어졌다 하나님께.  , . 
서는 의존적인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자원을 받아 그것들을 이용해서 , 
자신들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랜다 콮                   Landa Cope . 구약 성경   Template  www.ottemplate.org

희년(c) 21)의 역학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희년에 관한 성경적 법률이다레 장 신 장 인생을 살다보면 부자     ( 25 , 15 ). , 

가 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해 지는 사람도 있다 빈곤한 사람 중에는 돈을 빌리다 엄청난 빚을 지는 자, . 
들이 있고 또 자신을 팔아 스스로 노예가 되는 이들도 있다 하나님은 이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 
책을 제시하신다 매 칠년의 마지막에 모든 빛은 탕감되고 종들도 자유를 되찾는다 신명기 장은 노. , . 15
동과 경제에 관한 대단히 신성한 가치들이 어떻게 실행되어야만 하는지와 또 이것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구하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 
님께서 제정하신 희년의 원칙을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다 지켜 행하면, ,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
으리라. 신 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무엇을 행해야 ”( 15:4) . “ ” 
하는지 미리 말씀하셨다 신 이것은  가난이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신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것.( 15:7~10). 
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준행하고 복종함으로써  없어질 수 있음을 , 
보여주는 것이다. 

보다 강력한 법률이 매 오십년마다 실행되었다    .22)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에 겨워  가족을 부양하 
기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야 했다 이러한 극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매 오십년 마다 희년을 . 
지킬 것을 선포하셨다 땅은 원래의 가족과 그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각 가족들은 재분. . 
배를 통해 얻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족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새롭게 시작할 .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속은 삶의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실제로 입증되어야 했다. , .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즈니스 하도록 부르심(d)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 아모스를 통하여 당대의 비즈니스의 남용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 

자들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신발 한 켤레의 가격에 팔렸다암 아모스는 그의 예언( 2:6). 
의 목소리를 높여 이 경멸스러운 관행을 비난했다 우리는 구조적 죄 혹은 부당한 시스템을  통한 간접. 
적인 죄의 해로운 효력을 알고 있다 아모스는 자신이 바산의 암소 라고 비난한 이스라엘의 일부  부녀. ‘ ’
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암 이 여인들은 남편들에게 더욱 더 사치스러운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 4:1). 
고 남편들은 아내들의 요구대로 실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 남편과 아내들은 모두  가난한 노동, .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한 죄를 범하였다 경제 정의와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이 보내신 예레미아 에스겔 미가 그리고 하박국을 포함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으로 강조, , 
되어 있다 렘 겔 장과 미 절 그리고 합 등( 5:24~29, 6:12~13, 22:13~17), ( 18 22:12~13), ( 2:6, 10~15 ), ( 2:6~9) .

21)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 역자 주”( 25 10). - ：

22) 안식일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안식년은 매 년째에 모든 빚 탕감하고 노예들을 해방하는 해이다 희년은 안7 . 

식년이 회 지난 년이 가고 년째 되는 해이다 이 희년에는 모든 땅이 그 원 주인의 자손에게 돌아가고7 49 50 . , 

노예들은 해방되고 가난한 자들은 땅과 집과 가족들을 되찾아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이든지 일생에 한 번, 

은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정의 질서 아래서 새롭게 출발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도이다 이 희년 제도. 

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빈부의 무제한적인 세습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 

실업가들의 사명은 분명해 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의 은사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선용하여 전 세계의 가난. , 

을 퇴패하고 가난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게서 요구하시는 참된 복지와 복음을 제공해 주며 이들을 , , 

가난과 착취당함의 세습에서 구출시켜야 한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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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의 히브리적 비전(e) 
샬롬에 관한 최고의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과 자신 이웃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흠 없음 과      , , , ‘ ’

평화이다 샬롬은 그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이며 땅을 가꾸며 서로 돌보라는 창조의 명령에 ‘ ’ . , 
포함되어 있다 샬롬은 히브리인의 소망과 평화 일체와 복지의 비전을 구체화했다왕상 시. , ( 4:25, 

구약성경 도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약속엔 늘 물질적 축복과 비물질적 축복이 다 85:10~13). 
포함되어 있다 안전한 피난처와 넉넉한 식량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을 그대로 . 
보여 주는 증표로  이해되었다 신 장 겔 사 ( 8 , 34:25~31, 49:60~61).

정의와 의는 샬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의혹은 의 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주로 기업 또는      . ( )
사회의 성화 social holiness와  억압으로부터 놓여남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정의는 모든 피조물을 포.  
옹하며 개인의 책임과 윤리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 

복 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들. 

하나님 나라와 대사명 (a) 
주기도문에서 예수는 신자들에게      .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리고 ”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

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 뿐 아니라 현재에도 이루어지. ( 6:10, 13). 
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기도이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전파하셨다 . (“때
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막 예수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기” 1:15). “
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 4:18~19)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 십자가상     . 
에서의 마지막 사역과 예수 안에서의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요 롬 ( 3:16~17, 

고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복음은 6:4~11, 15:12~19).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
기” 때문에 매우 좋은 소식이다 마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물질적으로( 5:3). 
나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특히 좋은 소식인 셈이다 이것은 일에 대한 성격적 원칙을 가지고 청. 
지기로서 살며 신실함과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개인 가족 기업 그리고 사회가 인간의 고통과 가난, , , , 
의 상당부분을 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고 친히 행하셨다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졌다 열방의 대표들     . . 

은 그 분의 왕국에 들어와 그분의 권세와 은혜 아래 있도록 초대 받았다.
왕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주었던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이었다 마 우리에게     “ ” ( 28:18~20). 

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복음서에 의하. ? 
면 영광스러운 왕과 왕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은 모든 족속에게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 (
그들에게 세례를 줌 마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이다 마 “ ” 28:19) . (

이다 우리는 이 대사명 을 삶과 사회의 모든 영역을 궁극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놀라운 책임감28:20) . “ ”
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족속들 국가들 은 하나님 왕국의 원칙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만 한다 그. ( ) . 
러나 이 변화는 족속들이 제자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계명( , “ Great Commandment 즉 ”,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라 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결과로서 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마 ’ ) ( 22:36~39)



- 19 -

교회 역사 속에서 통전적 복음 (b) 
우리가 대사명과 대계명의 거대한 속성을 함께 이해할 때에만     ,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누가복음 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전도 사회적 성화와 정의로 분명하게 정의하셨다. 4 , , . 
이것이 이 망가진 세상에 대한 예수의 통전적 선교이다 이것은 영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 , , , 
목표들이 혼합된 것이다 이러한 복음은 오늘날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여러 교파 교회들에게 보. 
다는 샬롬에 대해 천부적 이해를 갖고 있는 히브리 청중들이나 초대 교회가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 ,  
같다. 

사도바울은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엡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     ( 2:8~19). 
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행하도록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 일. (deed)
로 번역된 단어의 그리스어는 일 기술 비즈니스 예술 선한 일 등을 의미하는 ‘ ’, ‘ ’, ‘ ’, ‘ ’, ‘ ’ ‘ergon’이다 이 단어. 
는 노동자 종업원 그리고 기업가를 의미하는 , ‘ergate’ 라는 단어의 어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땅 . 
에 있는 물리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행위들 사이에는 그 어떤 분리도 존재하지 , 
않는다. 
노동 윤리와 사회적 민감성 이 양자는 초대교회 성장에 기여했으며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 공동체     , , 

가 존경받도록 했다 행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그리이스 철학영지주의( 4:32~35). ( 23)과 플라톤

철학과 정치 조직들콘스타니우스 황제의 종교적 국가주의) ( 24) 그리고 사회 계급 시스템의 영향을 받), 
게 되었다 이는 사회와  복음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정황 속에서 일과 부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성경적 세계관 외의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비성경적 관점들은 아래와 같다     .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관점을 수용하는 이분법적 태도 이 이분법은 육체적 인 것 대신 1. . “ ”
영적인 것 그리고 평신도 대신 목회자를 더 고상하게 여긴다“ ”, .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우리는 흔히 부와 가난한 자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것에 2. . , 

대한 예수님과 구약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합적 집합적으로 생각지 않고 개별화 함 우리는 사회적 성화와 사회적 변화3. , . 

보다는 개인적 성화와 개인적 변화를 강조한다. 

세기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론을 재발견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르심을       16 . 
받은 크리스천의 노동을 포함하고 있다 세기와 세기의 대부흥 운동들은 성화와 섬김 즉 비즈니. 18 19 , 
스와 일터를 포함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김을 장려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발생한 성령 운동은 .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전도 사회적 관심 일과 믿음의 진정한 통합을 지향해 왔다, , . 

적  용 의 구속적 가능성  : BAM
빈곤은 본질상 통전적이어서 경제적 빈곤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영적 빈곤으로 구성된다 이      , , . 

통전적 빈곤의 해결책은 통전적이어야만 하며25)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샬롬의 메시지이어야만 한, 
다. BAM 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직 명령에 순종하며 또한 열방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사 , ( ) 

23) 영지주의 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하며 그리( , gnosis ) , 靈知主意 主意

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최대의 이단이었다 역자 주. - 
24) 콘스탄티니우스가 년 기독교 승인을 공포하고 황제가 된 후 교회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콘스탄티니우스313 , . 

은 기독교를 통해 로마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것이 종교적 국가주의와 관, . 

련된다 기독교는 년 로마의 국교가 된다 역자 주. 383 .- 

25) 빈곤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적인 것 등이 하나로 복잡하게 , , , 
어우러져 생긴 것이 라는 의미에서 이를 통전적 빈곤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 빈곤의 해결 역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원, 
인을 제거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통전적 해결이라고 , , , 
부른다 역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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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순종하는 응답이다 이는 전 세계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육체적 필요에 대한 응답이며 다. , , 
양한 수준에서  그 응답이 실행되어야 한다.

비즈니스는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능력을 부여한다(a) .
비즈니스는 고용창출을 통해     ”26)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의롭고 평등한 대우를 통해 그리고 능력부, , 

가empowerment 를 통해 존엄성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게으르거나실직 비생산적이길 . ( ) 
원치 않으신다 일할 수 없거나 창조적이지 못하다거나 자신과 가족을 돕거나 부양할 수 없으면 인간. , , 
존재로서의 존엄성 상실에 이르게 된다 고용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과정의 . 
한 부분이다 그러나 고용이 유일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훈련과 멘토링 개인  개발과 주인. . , 
의식을 통해 사람들의 능력을 부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 
속한 공동체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 좋은 직업과 자기 사업을 , . 
시작하는 것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즈.  , 
니스를 시작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치하는 일인 것이다 모든 교. 
회와 도시와 열방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은 이 과업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 가운데 공평한 처우가 모범적으로 행해지길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값싼      . 
임금 가혹한 처우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을 거절하신다 하나님은 노동자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임, , . 
금을 주는 것과  소비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집단 간 ( ) . 
또는 혹은 개인 간의 어떤 형태의 착취와 부당한 처우도 거절하신다/ .27)

비즈니스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가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 , . 
경제적 변화란 사람들이 이전과 비교하여 더 풍성함을 얻고 부를 생산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변화는 거래를 통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수입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즉 식품 주. , , 
택 교육 물 건강 교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적절한 수입을 갖는 것이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 , , , . 
적으로 강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강하게  된다 일과 비즈니스는 사회변화의 핵심이 되는 존엄성 자. , 
신감 생산 그리고 부의 창출과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 .

비즈니스는 제자도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한다(b) .
비즈니스는 고용주와 고용인 구매자와 판매자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판매자 등 타인과의       , , , , 

관계에 관한 것이다 비즈니스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신. 
들의 믿음을 나누고 증거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창조한다 제자도는 일상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방. 
법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 ‘
과 빛이 된다 기독 실업인들이 부정직한 수입과 부패와 족벌주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 , 
서 주께 하듯 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말과 행위로 복음을 나누면서 기독교의 가치를 성실, , , (
성 청지기직 책임감 등 보여줄 때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비즈니스는 공동체 전체와 신, , ) . 
뢰 관계를 형성하게 해 주는 사회에서 인정받은 제도이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는  그것이 맺는 관계를 . 
통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이 광범위한 사회를 제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크( ) . 
리스천 개인과 회사는 일터에 속하는 지역혹은 국가 에 대해 소금과 빛이 된다( ) ‘ ’ .28)

비즈니스는 환경의 청지기 역할을 장려한다(c) .
비즈니스는 마음만 먹는다면 더 나은 환경의 청지기가 되게 할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자연과의       . 

새로운 관계 형성에 관여한다 비즈니스는 제작될 제품과 제공될 서비스의 형태와 위치선정 제작 방. , 

26) 엘드레드에 의하면 비즈니스 선교의 노력으로 실업률이 이상 낮아진 나라들이 있으며 오퍼튜니티 인터 10% , 

내셔널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만으로도 년에 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비즈니스 미션1 25 .( , 268) - 

역자 주 
27) 개발 도상국들을 올바른 상거래와 적절한 급여 체제의 정착 원인을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말한다 세계 어느  ‘ .... 

나라에서도 기독교 가치관은 비즈니스를 문화를 바꾸어 놓는다 비즈니스 미션 역자 주 .’( . 269~270). - 

28) 동방권 나라들은 부정부패가 줄어든 이유가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말한다 비즈니스미션 역자 주 ‘ .’(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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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용될 자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결정들을 통해 청지기직을 수행하게  된다, , .   

은 평화와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다(d) BAM .
비즈니스는 세 개의 구별된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 한다      : 주된 비즈니스 활동들을 통하여; 공동체적 

혹은 개인적 투자 활동을 통하여; 대중 정치 토론에 참여함으로 이 세 방법 중 어떤 식으로 참여하더. 
라도 지역 공동체 안정과 갈등 방지에 공헌한다 비즈니스는  또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배경을 .  
가진 노동자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평화와 지역 공동체에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비즈니스 공동체는 갈등의 범위 강도 빈도 그리고 영향을 줄이는 데 협력할 수 있   , , 
는 잠재적 자원이다 평화와 공동체의 사상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스며들어야만 한다. .

비즈니스는 교회를 강화한다(e) .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는 교회를 강하게 만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면 할수록      . 

지역 교회는 그 사역을 더욱 더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다 늘어난 수입과 조직적인 수용능력으로 교회. 
는 그  역할을 확대시키고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과 연관성을 강화시킬 수 , 
있게 된다.  
빈곤한 지역 혹은 고질적인 실업 지역에 사는 신자들에게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 , 

그들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로부터 제외된다 그들은 그들의 지역 국가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 . /
력과 능력을 빼앗기게 된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이미 기독교 신앙에 냉담하거나 적대적인 . . 
사회에서 좋은 소식을 거의 전하지 못할 것이다.29)

비즈니스는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f) “ ”  .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이거나 혹은 폐쇄적인 지역들 국가들도   / 30) 기독교인들이 전도유망한 사업 
이나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환영을 받는다 이것은 정직하게 그대로 행해져야지 실제 . ,  “
영적 사역 을 행하기 위한 입국전략으로 한다거나 불법적인 전도를 가장하는 은밀한 포장이 되어서” , 
는 안 된다 소금과 빛이 되어 기업을 통한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끼치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대사.  , 
가 되어 기독 실업인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 

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BAM
비즈니스      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서 웨인 그루뎀 , Wayne Grudem31)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의 방

법으로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무시당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란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 “ ” ‘ , ,  
리는 예배를 의미할 것이다 그 다음은 아마도 이웃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 , 
리는 전도를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또 전도를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 , , 
기 위해  돈을 기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드림 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을 영‘ ’giving) . 
예롭게 하는 방법으로  행함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마음. 
을 다한 매일의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의미할 것이다 이들 다섯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 
리는 마땅한 방법들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 대신에 비즈니스라는 것을 교회가 이미 행하고 있는 일에 기. ,  
여하는 방법으로써가 아닌 비즈니스  그 본질을 보기 원한다,  .  

그 다음 그루뎀은 계속해서 소유권 고용 이익 상거래와 세계 빈곤에 대한 비즈니스의 영향 등과      , , , 
같은 비즈니스의 다양한 영역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강조한다. 

결론은 비즈니스가 무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웨인 그루뎀이 특별     . 

29) 비즈니스 선교로 인해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현지 교회들은 더 이상 원조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비즈니스 미 ‘ .’(

션 역자 주. 271) - 
30) 현재 세계 개국에서 전통적인 선교사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비즈니스 미션 역자 주 69 ( . 261) - 

31) 웨인 그루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즈니스 비즈니스의 도덕적 선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 : (Crossway,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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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강조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방식과 앞선 항목들에서 나열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분께 영광을 돌, 
릴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구체적인 임무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신의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  , 
교회가 땅 끝까지 선교하는 데 쓰임 받는 완전하고 가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는 지를 보여 주는 것이

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은 그들의  재정적인 은사들     , “ talents 을 투자하고 주인과 주인의 소유” , 

에 대한 정직한 이익금을 배당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 오늘날 비즈니스에 은사가 있는 . ( 25:14~30). ,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자산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자신의 지역과 나라. 
뿐만 아니라 지구의 가장 외진 지역에까지 행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선교와 자선 단체에 돈( 1:8) 
을 기부함은 물론 자기자신을 비롯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 비즈니스 통찰력 등을 드림으로,  , , ...
     BAM은 하나님을 모방한 공동 창조의  행위로 창조 명령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그 자체로 복음이며. , 
그래서 대사명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부의 창출과 영적인  변화에 . 
관한 것이다. BAM은 교회 선교 비즈니스에 국한된  좁은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극도의 가난에 얽매인 , 
세상의 족쇄를 풀어 주는 부요와 능력 성품과 봉사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변화 발전이라는 보다 넓은 , 
거시적 관점으로 조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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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시장3. 
의 현재 상황BAM

기회들과 도전들

여세를 Momentum 모으는 세계적 운동 
      BAM은 그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에 대한 통전적 특성을 깨닫

고 모든 직업을 부르심으로 인정하는 보다 광범위한 패러다임 쉬프트의 중요 부분이다, , . 복음적인 교

회는 교회자체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

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 속에서 교회가 온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해 온 거짓된 이분. 
법이 가져온 신학적 오류와 역사적인 장애들을 재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경적 비전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평신도의 역할을 제외하고 이 성속의 구별과 목회자의 역할은 해체되고 있는 . , -
중이다 루터와 칼뱅의 공헌으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임이 알려졌다 그러나 타. . 
문화 선교와 관련하여 이 교리의 전체적인 잠재성과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근자에 이르러서, 
이다.

년에 열린 로잔 회의에서 몇 명의 신흥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적인 교회들은 단지 복음을      1974 , 
전하는 그 이상의 사역에 헌신하라고 거침없이 외쳤다 그들은 복음을 전 영역에 거쳐 증명할 것을 요. 
구했다 년의 로잔과 년의 파타야 회의의 선언들은 이 명쾌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 1974 1980 . 
판단해 볼 때 우리는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한 세대이다 구조와 발전 일터사역 소액 금융 지원,  . , , 32) 비, 
즈니스 훈련 등등의 많은 활동들이 복음적인 공동체에 의해  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 
것들은 전형적으로 비영리 활동으로서만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년 초반 이후 다양하게 표현되는      1900 BAM 운동이 평신도들 사이에서 성장하고 있다 많은 국제적 . , 
지역적 국가적,  BAM이 모이고 있다 그에 대한 논문들과 책들이 출판 중이며 웹 사이트가 발전하고 있. , 
으며 그리고 학술 기관들이 교과 과정으로,  BAM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특별히 다국적 비즈니스는  반감과 회의론 심지어는 교회 내에     , , 
서 조차 적개심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왜.  BAM 운동을 패러다임 쉬프트의 초기 선상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통적적 선교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성숙시킨 교회 내에서 발. 
생하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방향 전환의 말미에 BAM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업가들이 타문화에 복음 전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가능성은 분명하다 우리는 깊이      .  
있고 지속적인 영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국 비즈니스 전략들을 펼쳐, , 
나가야 할 이 세상의 현실과 그 필요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명백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 
고 있는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 4:18~19)

의 기회들BAM
빈곤한 세계(a) 
세계 인구의 정도가 하루에  미화 달러 미만의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는 억이라는 경이     50% 2 . 28

적인 숫자에 달한다 이들 중 억은 하루에  미화 달러로 살아가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 12 1 . , , , 

32) 소액 금융microfinance은 미화 달러에서 달러 사이의 대출을 말한다 달러는 세계 최대의 100 5,000 . ‘200 CMED 

단체에서 영세업자들에게 대출해 주는 평균 대출액이다 그 금액이면 한 개인이 보통 한 가지 주요 업종을 운영. 

하고 다른 하나를 부업으로 할 수 있다 단돈 달러로 개의 직업이 생겨나는 것이다 게다가 상환금이 신. 200 1.5 ! 

속하게 재대출되기 때문에 이를 반복하면 달러의 자본금이 년에 여섯 개의 직업을 창출하는 효과를 낳는200 1

다 비지니스 미션 역자 주  .’ (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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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브라질을 모두 합친 것에 두 배에 달하는 인구가 하루에 달러로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1 . 
러한 빈곤에 더해, 이런 가난한 국가들은 파괴적인 질병의 영향에 시달리고 있다 . 년 말까지 전  2002
세계의 천 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인 에이즈에 걸려 살고 있었4 2
다 이들 중 천만 명이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 이는 세계 인구의 에 이르는 가장 빈. 3 . 20%
곤한 사람들이 세계의 부 중 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세계 인구의 의 최고의 부자들이 세계의 부 1% 20%
약 를 소유하고 있는 불균형에 의해 더 악화되었다 빈곤 재난과 실업 사이에 비극적인 상호관계80% . , 
가 존재하는 것이다.

일자리 부족과 사회의 다양한 악 사이에 또 하나의 파괴적인 사슬인 인신매매는 가장 가증스러운      
악이다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 제도를 칭하는 용어로 남자 여자 아이를 노예 삼는 행위를 표현한. , , 
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흔히 매춘에 강제 매매된다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은 실업이다 크리스천 사. .  
업가들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고 또 다루어야만 한다. 

년 전 동남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보잘 것 없었다 그들의 경제는 값싼 차 생산품이었다     30 , . 1 . 
일본 회사들이 제조 공장을 시작했을 때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로부터 충심으로 환영을 받았다 왜 환, . 
영을 받았었을까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훈련을 시켜주었기 때문이요 그 국가들을 세계적? , 
이 수준으로 끌어 올 릴 신기술이 공유되었기 때문이었다.
몇 년 이내에 일본인에게 훈련을 받은 진취적인 아시아인들이 자신들 소유의 공장을 시작했다 오     , . 

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칩 공장들이 타이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있으며 자국민들이 이 공장들, , 
을 소유하고 있다 일본회사들이 아시아에 투자했을 때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협의는 없. , 
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빈곤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강력하게 보여준 실례라 할 . 
수 있다.

 세계의 빈곤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해결하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라고 나는 믿는다 이는 비즈니스가 제. 
품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  . 
있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있으며 계속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 . 
계의 빈곤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보게 된다면 나는 이것이 생산적이고 이익을 남기는 비즈니스를 , ,  
시작하고  건사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웨인 그루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즈니스    . . , Crossway 2003

원조의 제한성과 발전 계획들 (b) 
     전통적인 개발 단체들은 빈곤을 퇴치하는 수단으로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물론 원조와 재난 구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정부들과 들은 원조만으로는 경제적 빈. , NGO
곤문제를 완화하는데 불충분하다 개발 프로젝트들은 교육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데에서 기술 . , , 
훈련 부분에서 그리고  수공업 발달과 생존 농업과 같은 지역에 근거를 둔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 
당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자체 유지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런 많은 프로. . 
젝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원이 끝난다 원조의 문제 중 하나는 기부자에게 반복적으로 지원을 .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기부자들은 결국 지치게 되고 자금이 끊기게 되면 지역 사람들이 . , , 
의존했던 유령시장 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것은 비극이며 이전에 해결되었던“ ” . , 원조로 인해 역자 첨가( - )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고용을 창출하므로 이들 국가에 참된 경제 발전을 가져다준다    , . 
실질적인 고용은 사람들에게 존엄성과 자기 결정력을 제공해 주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원, . 
조로 인해 생긴 의존 문화와 대조된다 빈곤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냥이 아닌 이전. “ ”33)

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원조가 아닌 실제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마땅한 인. 
격적 존엄성과 자기신뢰를 부여하기 위한 외침인 것이다..

우리는 일과 지적인 혹은 물리적인 생산을 발전시켜야만 하며 그 목적은 인간의 삶에 봉사하기 위하여  ,  
이롭게 되는 것 이다“ ” . 

33) 기술과 운영 시스템 이전 등 역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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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적 개발 연구(c) 
  선교 단체들과 개발 단체 그리고 비즈니스 등에 의한 유지가능한 통전적 연구의 필요성과 그 혜택   ,  
이 더욱 더 인정받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 영역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 우리는 . , .  BAM의 개

념들과 실제적인 적용들을 보다 더 발전시킴으로 그 경향과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선한 의지를 가진 모, “
든 사람들 과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만 한다” .
헨리 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지 돈만 버는 비즈니스는 보잘 것 없는 비즈니스이다 대부분     . “ .” 

의  비즈니스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것은 재정적 손익 계산에 관해서만 언. 
급하는 것이다.  BAM은 이 재정적 손익을 넘어 재정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수익을 생각하는 다중, , '
손익 을 지향한다' .. 

경제는 사회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영역이며 따라서 경제 없이 인간존재는 가능할 수 없다 성,  . 
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  . 
삶의 어떤 영역도 이런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세계화 (d) 
세상은 변하고 있다 교회와 선교에서의 우리의 존재와 사역 역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지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모든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효과적인 수단과 기회를      200

모색해 왔다 과거 년 동안 건강과 교육과 같은 영역은 다양한 지역을 섬기기 위한 문호를 열어왔. 200 , 
다 비즈니스와 선교가 하나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네스토리안. . the Nestorians34) 모라비안, the 
Moravians35) 윌리엄 케리, William Carey36) 바젤 선교회, the Basel Mission37) 다양한 캐톨릭과 수도원 종파들이 분규, , 
의 여지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독교 확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비즈니스를 , 
사용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세계화가 가져온 전례가 없었던 변화로 인하여 비즈니스는     , (BAM 개념과 같은 세상 ) 
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화 하는 중심 무대를 차지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팍스 로마나가 초대 교회. 
의 급속한 확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세계화가 오늘날 그 역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세, . 
계화의 두 가지 측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박애적인 경제 발전에 이용될 수 있지만 또한 그. , 
것은 착취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비즈니스는 세계화되고 있는 중이다 국제간 재정 업무 처리로부터 실시간 정보와 유명 상품을  언     . 
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필리핀에서 제작된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고 지역 전. , 
화번호를 사용하여 전 세계의 콜 센터와 이야기 할 수 있다 문화 역시 세계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정. . 
글에서도 코카콜라 선전 간판을 볼 수 있다 은 모든 뉴스들을 모아 세계의 모든 곳곳에 전해 준다. CNN . 
시베리아의 한 구석에서도 스웨덴 산 보드카를 마시면서 를 시청할 수 있다MTV .

34)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한 이단으로 알려진 시리아의 네스토리안은 역사상 선교에 대한 사명이 가장 투철 

했던 이들이었다 네스토리안 상인들은 세기에 비단길을 따라 비즈니스와 선교로 당시 중국의 로마라고 불. 6~7

리우던 중국의 서안에 도착하여 소위 경교로 알려진 기독교를 전파하였으며 서안에는 이에 대한 수많은 선교, , 

적 유산이 남아있으며 이 영향이 통일 신라에 까지 이어져 경주에서 불보살상모양의 마리아상과 경교돌십자가, , 

등이 발굴된 바 있다 네스토리안 비즈니스 비즈니스맨들을 통해 유럽에 비단길 무역이 소개되엇다 역자 주. . - 

35) 모라비안은 남아공 청나라 페르시아 북극 등에서 활발한 해외선교를 벌였는데 순전히 비즈니스 선교 방식을 , , , 

따랐다 각자의 직업에 종사라면서 외국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며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했. 

다 세기 당시 개신교 선교사의 절반이 모라비안이었다는 주장도 있다폴 피어슨 역자 주. 18 ( ) - 
36)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상업과 무역이 선교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을 알고 일찍이 비즈 

니스를 통한 선교의 가능성을 예견한 인물이었다 그는 구두수선공으로 시작하여 인디고 식물농장 감독자 그리. , , 

고 탁월한 산스크리스트 학자로 또 한 대학에서 언어학 교수직으로 있을 때는 봉급을 받았는데 그 중 를 95%

선교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역자 주. - 

37) 스위스의 바젤선교회는 그 회원들이 대부분 무역회사나 현지 제조공장 등을 통해 일하며 복음을 전한 단체 중 

국 아프리카 인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비즈니스 선교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 역자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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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역시 다차원적 선교를 통하여 세계화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     ;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다.   
재정과 기술과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얻음으로써 교회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국가들    , 

을 제자화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고 있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거의 대부부의 정부는 경제 성, . 
장의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개발과 내부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환영받는 비즈니스(e) 
     크리스천 전문가들과 전통적인 선교사들38) 그리고 크리스천 노동자들에게는 문을 열지 않지만 , 
비즈니스와 투자를 환영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국가가 당면한 실제. 
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즉 비즈니스는 일자리와 훈련을 제공하므로 국가의 경제적인 . , 
발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성장을 통해 국가재정이 확대되고 숙련된 노동기술을 확보할 , 
수 있다 여전히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닫힌 국가들 과 제한적 접근 국가들 을 분류하나 실제적으. ‘ ’ ‘ ’
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문 은 결코 없는 것이다‘ ’ ..39)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비즈니 
스를 환영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는  영향력이 있다(f) .
  우리는 비즈니스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개인과 지역에 대한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 비   . 
즈니스의 가능성은 거대하다 이 가능성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

비즈니스와 기업 사이엔 놀랄만한 관계망이 있다 이것은 무시해서는 안 될 선물이다 비즈니스에      . . 
입문한 크리스천들에게는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다. 
주요 무슬림 국가의 한 핵심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크리스천 전문가들예를 들면 선교사     . “ ( , 

들 의 일하는 방법은 문화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고 유지와 재생산이  분명히 불가능하다) ,  . BAM은 실제

적이며 소금과 빛으로서 일과 비즈니스를 통하여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삶, , 
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이슬람 국가들에서 합법적인 목적 없이 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의심이 증가하고 있     “ ” 

다 당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함으로써 가장 단순한 관계형. “ ?”
성 조차도 어렵게 된다. 
     BAM은  크리스천의 원칙들과 윤리들을 모범으로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일터 환경을 조성하는 

플래트 홈일 수 있다 우간다에 있는 성경적 원칙과 진리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 , 
사는 비즈니스와 정부 이 양자의 영역에서 리더십과 관리 기술을 계발시키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회, . 
사가 세워지고  년 동안 이 회사는 우간다 국내의 비즈니스 리더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개국의 9 , 12 
비즈니스 리더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예수께서 대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 “ as you are in the process of going - disciple 라고 말씀하셨는” 

데 이 문장의 문법적 구조는 너는 너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족속을 자연스럽, ‘ ( ) , 
게 제자 삼아야만 한다 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임 사업가에게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 
우리가 영향을 주고자 찾는 사람에게도 시간제약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비즈니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미개발된 자원들을 방출하는 것이다(g) .
우리 앞에 놓인 과업은 대단히 도전적이며 일자리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 벤처 금융의 이용 비즈     ,  , , , 

니스 노하우 시장 이용 그리고 투명한 비즈니스 윤리를 필요로 한다, , . 전통적인 선교를 위해  이미 존재하

38) 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간 이해하고 있는 선교를 전통적 선교라 부르고 이 영역의 선교사를 전통적  BAM ' ' , '

선교사라고 부른다 은 전통적 선교사와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을 뱀어 ' . BAM , BAM ‘

혹은 비지온너리 라고 부른다 역자 주BAMER’ ‘ Bizzionary . - 

39) 단기 비즈니스 선교팀들이 모든 개발도상국에 들어가 사역할 뿐만 아니라 개의 미전도 종족이 사는 모 , 6,500

든 지역에 비즈니스 선교팀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 비지니스 미션 역자 주.(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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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한 자원을 끌어 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전 세계 교회 안에는 제대로 된 기술 경험 그리고 . , , 
BAM을 통하여 타문화에 탁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효과적. 
으로 동원하여 배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회 선교를 위하여 개발되지 않은 자원을 방출하는 것이다, , .

모든 국가와 문화에는 기업가들이 있다 이들 사업가들혹은 그 잠재성이 있는 이들 은 하나님 나라    . ( )
를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비즈니스는 예수님. 
의 이름을 거의 듣지 못하고 또 듣는다 해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위력이 크게 드러난, 
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즈니스의 소명과 은사를 가진 크리스천들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 .
토착민 교회가 없는 곳에서       BAM은 교회 개척을 위한 강력한 전략적 계획의 한 부분일 수 있다 교. 

회개척과 비즈니스 개척이 동시에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왕국 비즈니스는 지역 교회와 새로운 제자들에게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 할 수 있는 모     , 

델들을 제공한다 새신자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같이 일하는 기독교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 
배울 수 있다 지역 교회에는 의존이 아니라 능력부여 지속성 그리고 배가의 원칙을 모델로 제시해 . , , ,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독 실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 
확신을 얻고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 . 

에 대한  도전들BAM
세계관의  패러다임 쉬프트에  응답이 느린 크리스천들  (a)  

  우리는 복음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생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도상에 있다 패러   . 
다임 시프트는 일련의 긴 과정이며 한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 

성속 이분법의 문제는 우리의 연구와 토론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면화되었다 이 이분법의      - . 
문제는 교회와 BAM 운동이 직면해 있는 주된 내부의 도전이다, . 

아프리카에서 모델의 효력을 막는 장애물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기독교를 처음으로 소개BAM , 
했던 방법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초기 선교사들은 성 속 사이를 엄격히 구별하는 이분법으로 아프리.   -
카인들에게 기독교를 제시했다.

모든 패러다임은 발전되고 일정한 용어로 확정된다 이는 성속 이분법의 배후에 있는 생각에도 적     , . -
용된다 전임 사역 과 실제 사역 같은 용어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음새 . “full time ministry” “real ministry” .  (
없이 완전히 통합된 통전적 세계관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신념을 주장하기는 매우 쉽) 
지만 그 때에도 옛 패러다임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옛  패러다임에 새로운 용어를 잘못 적용, , 
하기도 한다.
통전적     ‘ ’이란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분된 생각이 기초일 수도 있다 이는 모조통전론, . 

pseudo-holism을 초래했다 성경에서 통합된 전체론을 보게 되는데 두 부분육과 영이 그저 어설프게 . ,  ( )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 상위에 있고 세속적인 것이 하위에 있는 그런 계층 구조는 .. 
없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분리되는 영역이 아니다.  . 
우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단순히  비즈니스 를 추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비즈니     “ ”

스를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유용한 도구로 여기지도 않는다 성경적 세계관과 같이 성속. -
이 통합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온전한 사람은 제자도와 변화를 통해 일터. 
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지역 개발 활동을 하는 많은 기독교 조직들이 소액 금융 협동 사회 그리고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     , , 
을 실시하여 가난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어떤 ,  
경우에는 이것이 자체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위험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충분히 나누려 하지 않고 사. 
회 활동만이 믿음을 증거 하는 데 충분하다고  여기게 되는 데 있다 그 결과 성공적인 프로그램 비즈.  , 
니스 혹은 조직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알리는데  초점을 두지 않은 것들이 되, 
고 만다 우리는 . BAM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와 유사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 위험들을 피하는  조치를 취,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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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불명예와 수동적인 평신도(b) 
전      세계의 여러 교회에서 비즈니스란 직업은 실제적으로 불명예이다 이는 주로 물질적인 영역보. , 

다 영적 인 영역을 높이는 만연해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결과이다‘ ’ .
폴 스티븐슨 박사      Dr.  R.  Paul Stevens 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특성으로 분류한 직업 구도 

에 따르면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크리스천 비즈니스는 축소되어 왔거나 심지어 주변으로 밀려나기까, 
지 했다. 40) 그림 은 교회 내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오르려고 하는 피라미드를 묘사하고 있다 보다 영 1 . 
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위의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상층 단계에 있는 전문 . ,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더 만족스럽게 해 드린다고 믿고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변호사와 정치가들은 . 
이 챠트에 오르지 못했다 이 뿌리 깊은 교회 문화와 관련된 문제는 사역하는 것은 목회자들이고 평신! , 
도들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근본적인 가정에 있다 목회자들이 실제 삶의 다른 영역에 있는 지.  
도자들을  인정하고 역량을 풀어 놓아 주기는 심지어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어려울 런지 모( !)  
른다.

그림                                     1.

선 교 사                                                           

목 회 자                                                                   
                                                                                                                                                

돌봄 전문가 교사 사회사업가 의사                                                                            ( , , )

사업가 기술자 전문가                                                                                   , ,  IT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선교가 헌신. 
의 궁극적인 실연 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선교사라면 당신demonstration .  , 
은 정말 궁극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을 것이며 당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추, 
구와 복음을 선포하는데 드려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초기 선교사들에 대해 읽을 때 그들. , 
은 통전적 접근을 믿었으며 그리고 이들 선교사들이 섬겼던 지역에 대한 경제 발전을 일으킨 엄청난 진,  
보를 이루었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변화가 일어나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어떤 종류의 직업 기. , 
술도 없이 오직 성경학교 교육 배경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영적인 사람들은 비즈니스 세계에 . ‘ ’ 
있지 않고 오히려 전임  크리스천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이 새로운 개심자들의 삶에 주입되었다,  .  

이 잘못된 계층화는 세계 도처의 다른 문화적 요소들로 인해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      . , 
속에서 중노동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징벌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신학적 틀은 이 .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 주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과 생산성 또는 자립의 가치를 설명하, 
려는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비즈니스 활동에서 이익을 남긴다거나 수입을 얻는 것은 선교 지역과 교회 내에서 대개 의심받을      , 
행동으로 여겨진다 돈은 필요악이고 사람들은 필요한 돈 이상은 벌려고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비. , . 
즈니스는 최악의 경우에는 부패와 악으로 기껏해야  필요하지만  혐오스런 활동으로밖에 여겨지지 , 
않는다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 건축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만 . (
목사에게 보다  인정받는....).

인도의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가가 크리스천이 . 
될 때 그 사람은 보다 영적인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  

그렇다면 사업가들은 자신의 믿음과  매일의 직장생활이 그들의 직업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고      

40) 폴 스티븐스  R. Paul Stevens 또 다른  일 성경적 관점에서 본 직업일과 사역 , “ 6 : , “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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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자신의 은사와 경험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과 국가 그리고 땅 끝까지?  , 
에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사업가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은 ? 
특히 만연한 실업과 부패하고 불공평한 문화 시스템과 개혁을 요하는 제도 때문에 크리스천 기업가와 

사업가가 절실한 국가에서 특히 결정적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든 직업에 같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즈니스와 경영에 대한 .  
기술훈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 내에서 리더십을 가질 때 그들에 대한 모종의 차/ , 
별을 여전히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신학교들은 행정영역에서 리더십을 가진 경영학 석사들을 받아들이.  , 
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는 내게 목회자들이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들을 받아들. 
이지 않았던 때를 떠 올리게 한다 그런 때들이 지나갔음에 주를 찬양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비즈.  . 
니스와 경영에 있어 노련한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사역에서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와 선교를 연결하는데 있어서의 긴장(c) 41)

비즈니스의 목적과 선교 의 목적을 함께 연결할 때는 내재된 긴장요소가 있다 우리는 그 일부를       ‘ ’ . 
이 장에서 탐구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복음의 진보와 밀접하게 연결 되었으나 결국 혼란과 착취. 
로 끝나게 된 역사적인 예들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것들이. 복음의 혼돈과 불법 사용 역자 주( - ) 일부의 

사람들이 불신과 보류를 표현하게 했던 이유들이다.
비즈니스에는 선을 위한 잠재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현재의 관행     , 

들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위험과 유혹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피해야할지. , 
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호주의(d) 
우리는 세계화의 약점과 거침없는 자본주의의 이면에 대해서 긴장해야만 한다 미국 유럽 연합 그     . , , 

리고 일본 등이 정한 무역 장벽들은 자유 공정 무역의 주요 장애물들이다 서방은 자유 무역을 주장하. 

41) 비즈니스와 선교가 혼합되야만 하는가? 역자가    ( 에서www.scruples.net 발췌한 것임 )
아래의 가지는 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부정적 말들이다        14 BAM .
비즈니스는 선교와 증거를 부패시킬  것이다     1 ) . 
비즈니스 요구가 늘 우선적이어야 할 것이다     2) .
비즈니스 활동은 거짓 경제가 된다     3) .
비즈니스 활동은 특별한 기술들을 요한다     4) .
비즈니스 영역과 크리스천 섬김 사역의 영역은 다르다     5) .
비즈니스 활동은 자산의 소유권을 포함한다     6) .  
비즈니스 활동은 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역에 혼돈을 일으킨다     7) . 

활동은 거짓된 유형이다     8) Business as a Front for Missions .
비즈니스의 가치는 선교의 가치와 다르다     9) . 
비즈니스는 너무 위험하다   10) .
비즈니스는 증거에 혼돈을 준다   11) .
비즈니스에는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   12) .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독자적인 성향을 기른다   13) . 
다른 법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14) .

비즈니스와 선교의 혼합에 대한 또 다른 반대들    (Dr. Bloecher) 
우선순위의 갈등 우리의 소명은 제자 삼는 것이자 텐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1) : .
동기의 혼란 돈을 버는 것인가 영적 사역인가    2) : ? ?
재산이 무엇인가 돈과 권력과 비즈니스 영향력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3) ? ? ?
시간 직업에 요구되는 시간은 영적 사역의 시간을 제한한다    4) : .
단기 노동계약 위치 변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영적 효과성을 제한한다    5) , , . 
현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부족 언어습득과 문화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 신학 훈련    6) ( ( ) ,  ( ,  

사역 경험 인류학 등       , .) 
현장에서의 책임감 부족 사업가들은 너무 독자적이기 때문에 보스와 동료의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7) . , .
가정에서의 기도지원의 부족 경제적으로 자립되면 가정과 교회 등의 기도 지원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낀다    8) . .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 
윤리적 기준으로 수준이 낮은 비즈니스 삶 부패 거짓 채워지지 않은 기대    9) ( , , ). 
비즈니스 성공은 일반적으로 모든 다른 원칙들을 무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래서 돈과 생존을 위해 필  10) . , 

요한 것들만 사랑하게 된다       .
역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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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보호주의의 형식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미국의 철강 관세와 유럽 연합과 캐나다의 농업, . 
보조금에서 알 수 있다 국제 무역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 . 은 BAM 아무 문제   
없는 진공상태에서 행해지지 않기에 기독 실업인 뿐 아니라 법조계와 정치계에 있는 기독인들도 이, , 
러한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확증과 무장의 부족(e) 
국제 무역법 개혁이 그 자체로  자유 공정 무역을 자동적으로 활성화할 지는 의심스럽다 지역 사람    . 

들이 비즈니스를 하도록 효과적으로 훈련받지 않고 격려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국내외 무역이 제, , 
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 BAM 비전에   
실제적인 지원과 훈련을 더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 사업에 연루되는 일이 없을지도 모르고 기껏해야 앞서 묘사된 바와      , 
같이 비즈니스에 붙은 오명으로 인해 망설이는 기독인이 있을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비즈. 
니스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는 데에는 종종 다른 이유들이 있다 훌륭한 모델을 찾을 수 없고 자체 문. , 
화 내에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강한 의욕이 부족하며 건전한 비즈니스 원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 
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이 없고 적절한 자본과 투자에 접근할 수 없으, , 
며 좋은 네트워크와 지원이 부족한 것 등이 그 이유들이다, .  

이러한 요인들을 불러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BAM 운동의 미성숙함이다 지원 네트워크 개발의 필. 
요성 좋은 모델들을 유포할 필요성 그리고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필요성 가능한 좋은 비, , , 
즈니스 훈련을 만드는 필요성 자금 조달과 책임감과 멘토링 메카니즘을 발전시킬 필요성 그리고 각 , 
나라에 있는 기업가들에게 힘을 실어 줄 필요성들이 있다.

영적인 방해(f) 
사업가들이 건전한 비즈니스 관행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비즈니스의 정상적인 상도덕을  지키지      , 

못했다면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실수를 사탄 때문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 . 
왕국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은 비즈니스 운영을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

해 왔기 때문에  훌륭한 비즈니스 원칙들이 너무나 자주 무시된다는 것이다.

개인적 경험과 내가 함께 일했던  명의 비즈니스 소유자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심10 BAM , 
각성을 알고 있다 영혼을 구원함과 동시에 자원을 구속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적이 심각한 타.  
격을 입히려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향하여 자신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엡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왕국 사업가들에게 기본‘ ’ ( 6:18) 
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비즈니스 하기에  어려운 조건들(g) 
변화가 가장 필요한 나라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적대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 즉 고질적인 부패   . , 

와 협박 정치경제의 불안정한 현실 등이 비즈니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위험을 , .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 투자자들은 위험한 장소에는 정상적

인 투자를 꺼려한다 그러므로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장소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 
사업가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일은 더욱 시급하다 특별히 이곳에 투자하여 저수익을 탈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보다 호전된 비즈니스 환경을 건설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법, . 
적이고 정치적이며 교육적인 분야의 변화를 위해 각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구제와 발

전을 도모하는 국가와 선도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비즈니스는 을 통해서 적대적이고 닫힌 국가들 에 접근하여 가장 절핍한 사람들을 섬기는    BAM ‘ ’

무한한 기회를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 지역에 고도의 기술로 숙련된 헌신적인 사업가들을 파. 
송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선용하실 국가기업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을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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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지속적인 유지가능성과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비즈니스 벤처가 존재하기까지 파트너쉽과 지. , 
원 밎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왕국목적이 단순히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이익을 남겨 . 
재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적 물질적 그리고 환경적인 모든 영역 전반에 걸쳐 영속적, , , , 
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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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 실제2 : BAM

성공하는 의 가지 본질들4. BAM 10 
가지 가이드 원칙들10 

서  론
     교회의 총체적인 선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있어 과 BAM BAN
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과 사이에는 중복되는 영역이 있다. BAM BAN . 예를 들

어 성공하는 , BAM은 다른 성공적인 사업들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비즈니스처럼 왕국 비즈. 
니스도 이윤을 창출하고 유지되어야만 한다 성실성 공정성 탁월한 고객 서비스 등은 모든 성공하는 , . , , 
비즈니스의 특성들이다 만약  . BAM벤처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로 인도하지 못 할 것이다 왕국 비즈니스는 성공하는 비즈니스의 토대에서 시작하지만 특별히 더 많. , 
은 청지기 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

                  

시작      BAM  
                                                                                                     시작 회사 의 불록 쌓기BAM / 
                                       BAM   
                                                                                                   1. BAN = ‘Business as Normal’

모든 비즈니스 시작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BAM           BAM                                                 비즈니스 원칙들
                                                                                         
                                                                                                    2. BAM = ‘Business as mission’ 
                      BAM             BAM            BAN                                         시작의 본질적인 차이들BAM  
                                                                      BAM                                 
             BAM             BAN               BAN                                                                                           
                                                                       BAN                    특별한 상황들에 따라   비즈니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지는지가 달라질 것이다
            BAN           BAN            BAN           BAN                                                                                                   
                                                                                                      
                                                                            
                                                                             
       

이 장에서는      BAM과 을 구별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칙들을 강조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원BAN , . 
칙의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들은 영적인 부분에 . , 
대한 안내와 책임을 위해 교회나 선교 단체들과 공식적 계약 관계를 맺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도 한다.  
장점이 있는 이런 방법은 실은 기도 지원 원칙 과 영적 책임감원칙 을  모색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 8) ( 3)
나일 뿐이다 우리는 최고의 운영들. “ best practices 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42)특수한 사회 
적 문화적 종교적 혹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실제적인 운영들은 다양해질 수 있지만 가이드 원칙, , , ‘ ’ 
은 동일하다. 

42)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 비즈니스를 행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방법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 최고의 운영들 은 비즈니스의 모든 상황에 다 “ ”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최고의  방법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역자 주’ -

           특수한 환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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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원칙이 적용되는 깊이와 강조점 또한 비즈니스마다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 , 
운영하는 지역이 실업 상태에 처했다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할 것이고 원칙 과 관련하여 반면 비즈( 3 ), 
니스와 교회 개척 전략의 결합을 더 강조하는 비즈니스도 있을 것이다 원칙 과 을 보라( 3 4 ).

다음은       BAM 비즈니스의 원칙들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성공하는 비즈니 , 
스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기본 원칙들이고 다음은 성공하는 , BAM 비즈니스에 차이를 가져오는 원칙들 -
이다.

기본적인 비즈니스 원칙들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1. .
 이익은 자원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했다는 하나의 표시요 또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가 자본비용    , 
the cost of capital을 포함하여 자원비용 the cost of the resources을 초과하고도 남았다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 
비즈니스에서 이익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 결코 확실한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 . 
이익을 적게 거두는 기간과 심지어는 적자를 경험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 
수익성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뜻밖의 횡재로 인해 적자 중에도 회사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 . 
러한 이유 때문에 잘 경영되는 회사라면 이익을 분배할 지의 여부와 언제 해야 할지에 매우 주의를 기

울일 것이다. 이익과 그 보유는 결코 탐욕이 아니다 .

탁월함을 위해 애쓰고 정직하게 운영하고 책임 시스템을 보유하라2. , , .
     평판이 좋지 않은 비즈니스는 일시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실용적인 장기 비, 
즈니스 전략은 결코 될 수 없다 곧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나쁜 평판이 확산되면서 회사는 마침내 . , 
문을 닫게 되어 있다 장기적인 생존능력과 성공을 위해서는 탁월함을 위해 정진하며 성실 정직. , , , 
공평함으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며 회사의 소유주가 기독교인. , 
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왕국 비즈니스를 포함해 그 어떤 비즈니스도 무시할 수 없는 모. , 
범적인 비즈니스 실무와 탁월한 벤치마킹이 있다 더 나아가 탁월한 비즈니스에 전력하고 있는 회. , 
사들은 투명하며 직원들과 지역공동체로부터 비판과 피드백과 평가를 받기 위해 힘쓴다, .  

차별화BAM 

관리자와 소유자가  포용할 수 있는 왕국 동기 목적 계획을 세워라3. , , .
성공하는     비즈니스  자체만으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 . 

사는 보다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 이 사역은  비즈니스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기가 반영. 
된 문서화된 계획서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의 동기와 목적 을 이루기 위해 지역 교회와 지역 . “ ” , 
공동체 속에서 긍정적이며 영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는 열망이 중요하다 소유자들과 관리자들은 비. 
즈니스 그 자체는 무기한으로 유지되지 않는 반면 그 영향력은 끝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에 두어야 한다 나아가 회사의 영적 우선순위가 직원과 고객들에게 세심한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전. 
달되어야 한다.  
실 례     터키에 세워진 한 회사의 설립자는 대사명 회사 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다국적 기업을 퇴사 : “ ”

했 다 그 설립자는 창 지역에 교회 개척을 도우면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를 하기 원했었다. 10-40 .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전도 국가 의 하나인 터키에 초점을 두고 백 오십만 인구가 살지만 교회“ ” , 
가 없는 터키의 작은 도시로 의도적으로 이주했다 그의 비즈니스와 지역 활동은 그에게 자신의 고용, . 
인들과 그렇지 않았으면  복음을 결코 듣지 못했었을 지역의 이웃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 , 
제공했다. 
실 례     회사의 초기 목적은 선교 단체들을 지원할 자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 Evangelistic Comme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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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회사는 얼마 안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이 회사는 기독교인들 힌두인들과 모슬렘들이 참석하는 . 60 ,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으며 격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일대일 양육을  , . 
강조하고 또 기독교인 관리자들의 러더십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활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회사 내. 
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넘어서 경영진은 두 개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의 기독교 초등학교를 설립, 
하도록 돕고 있다. 

개인과 지역의 통전적 변화를 목표로 삼아라4. .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기와 맥을 같이 하여 비즈니스는 지역 공동체 전체에 영적 사회적 경제적      , , , 

그리고 환경적 이익을 가져올 모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회사는 지역 공동체 내의 관련 세력이면서 . 
지역 지도자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가능한 한 투자자들과의 평화를 모색하고 사회적 책임. , 
감을 가지고 그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보. 
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해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특정 . , 
문화에서 해롭다거나 죄악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 례      : 아시아에 있는 한 회사는 회사의 비즈니스 활동을 통하여 대부분의 고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많은 지역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원거리 지역에 새 회사들을 시작, . 
했고 또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했다 또한 많은 고용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시간. 
을 활력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그들의 활동에 대해 비즈니스 상을 수여했으며 그 결과로 비즈. , 
니스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앞에서 모범적인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지역에 긍정적인 ,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실 례     성공한 코스타리카의 건강관리 기업인 클리니카 비블리카는 유사업종의 다른 매체들과 파 : 

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 회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코스타리카의 어린아이들의 영적이고 육체적. 
인 필요를 채우는 로브레알또 어린이 사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사역은 비즈니. 
스를 통한  치유 사역과도 밀접하게 제휴되어 있다 클리니카 비블리카는 자신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 
이용하여 로브레알또 어린이들의 의학적 필요를 채워주고 있으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 
아이들을  섬김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고용인들의 통적전 복지를 모색하라5. .
회사는 고용인 처우에 있어 높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 가능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     . 

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고용인을 존중하여 대우하며 개인의 발전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기, , 
회를 제공해야 한다 회사는 고용인들의 가족들도 존중해야 한다. .
실 례      : 회사 의 직물공들에게는 가족을 돌보고 현장 업무를 하고 또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D ” , ,  

일할 수 있는 재택 근무의 기회가 주어진다 많은 영역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제외되었던 여성들이 양. 
탄자를 만드는 일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
실 례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과 가족을 무시했던 기간을 경험한 후 유한 회 : , TRP 

사는 휴식과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조직화했다 최. 
근에 운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중의 하루는 비즈니스 교회와 가족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 
는 날로 지키는 것이다.

회사의 재정적 그리고 비재정적 자원들에 대한 왕국 영향력의 극대화를 모색하라6. .
경영자와 소유자는 하나님이 회사의 궁극적인 소유주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회사     . 

의 하나님 나라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떤 회사들은 다른 사역에 돈을 . 
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회사들은 재정적으로는 덜 자유롭지만 직원 개발 프로그램이라든. , 
가 공급 체인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켜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여. 
기에서 당부의 말을 덧붙이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이익의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고 굳게 믿고 .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보다 덜 율법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유는 원칙 에서 지적했듯.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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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론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며 둘째 이유는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 ,  BAM의 의

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이 원칙에 너무 충실하여 회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 
른 성공적인 방법을 취하지 못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대함은 좋지만 경영자와 소유( ) . , 
자는 BAM에 대해 그리고 비즈니스와 선교 전략을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 통전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  
실 례     직물 회사는 마을의 경제적 영적 개인적 복지를 목표로 한 고용 창출 프로젝트로써 시작 :  D ,  , , 

되었다 회사 설립 이후 년 이상이 지나자 회사의 역량은 초기 프로젝트 때 보다 커졌으며 학교를 설. 10 , 
립하는 데까지 그 부가적인 역량이 확대되었다 오늘날 회사는 개의 학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 D 10 
며 개 마을에서 가족 이상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이웃 마을의 몇 교회의 건물을 재정적으, 100 600 . 
로 도왔다.
      실 례 클리니카 비블리카는 잉여 수입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변 지역의 사역을 지원 한다 이 회사 : .  
가 속한 네트워크를 통해 모아진 수입을 가지고 궁핍한 환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연합체.  
는 수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 한다 수입의 은 건물과 그 유지비용으로 은 의료 장비 구입: 1/3 , 1/3
으로 나머지는 또 다른 의료적 혹은 사회적 활동 사역들을 위해 사용한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 종의 리더십 그리고 이 리더십을 이웃 속에서 발전시켜라7. , , .
     BAM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모범이 되어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 
리스도를 나타낸다 나아가 그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고 사람들을 제자가 . , 
되게 한다 믿음에 관한 질문들과 관심은 격려 받아야 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 , 
한다 결정들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란 질문에 맞추어 점검되어야 한다 경. “ ?” . 
영자들은 정기적으로 기도모임을 하고 고용인들도 이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정기 기도회에서 , . 
고용인들 고객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들을 정서, , . 
적으로 영적으로 돌볼 목적으로  영적인 멘토예를 들어 지역 목회자 를 고용하기도 한다, ( , ) . 
실 례     아시아에 있는 회사의 설립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눈다 우리의 고용인들은 고객들 : . “

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 비즈니스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웠습니다 기꺼이 봉사하는 것은 영원. 
한 가치입니다 비즈니스는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
실 례     남동 아시아에 있는 회사에서 사람들은 복음대로 사는 것에 관해 배우고 있다 존 : BA . John은 

이렇게 말 한다 주님께서는 제게 일터에서 사람들을 제자화 시키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들: “ . 
이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 성격적 결함들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 ? 
입니까 아니면 주 중의 일터에서 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자화 되어야만 합니까 많? ? ?  
은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들려질 뿐입니다 일터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고 실제. , 
의 도전들에 응답할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제자화되어야만 합니다.”

복음과 충돌하지 않는 윤리적이고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하는 실무를 의도적으로 행하라8. , .
왕국 비즈니스는 성경의 윤리적 원칙들 위에서 운영된다 이 원칙들을 따르면 모든 사업가들은 혜     . 

택을 받는다 왕국 비즈니스는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행하여 성경에 계시되고 선포된 대로 이 땅. , 
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활동과 실무에 .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이 윤리적이며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 
을 설명해 줄 책임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한다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 . (
제품과 서비스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 
다.
실 례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하는 사업 윤리를 충실히 지키느라 재정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 

기회들이 제한된다 윤리적인 방법을 고수하면서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를 하기도 어려운데 잦은 관. , 
료 변동과 요동치는 경제적 상황과 여러 가지 부패 사례들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설립자는 크리스천  
멘토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는 또한 비. 
즈니스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영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면 풍부한 기도 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 
그 분의 말씀은 선택이 아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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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먼저 중보기도에 나서며 타인들로부터의 기도 지원을 모색하라9.  , .
경영자와 소유자는 다른 이들의 기도지원을 구하고 이들 중보자들과 늘 의사소통에 최선을 다 해     , 

야만 한다 사탄은 회사의 하나님 나라 목적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므. 
로 영적 전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비즈니스를 위한 사전 중보기도는 회사의 리더십들, . 
을 하나 되게 한다.
실 례      : 비즈니스 초기에 아시아에 있는 회사의 설립자는 자신이 마주쳤던 영적 전쟁에 대해 준비하

지 않았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소수의 신자들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 
서 그는 기도는 일이다 라고 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조직하면서 그는 그 , ‘ ’ , , 
결과를 보기 시작했다 매일 누군가가 직원들 개개인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기도하게 했던 것이 자신. 
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들과의 네트워킹의 힘을 활용하도록 하라10. .
잠언이 말한다     .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

니하느니라 전 네트워크된 회사들은 강한 힘일 수 있다 다중 조직들은 영리 혹은 비영리 조직”( 4:12). . (
들 서로 분리되어서 일하는 것 보다는 함께 일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 
있다 성공하는 왕국 비즈니스는 이러한 관계들을 모색하며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조직들을 섬기. , 
는데 열려 있다.
실 례     유한 회사의 설립자는 한 중앙아시아 국가 내에 약 명과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 TRP 200

나라 비즈니스를 추구하는데 관심이 있는 그 국가 밖의 또 다른 명과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 50 
는데 협력해 왔다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웹 사. 
이트도 준비하였다.
실 례     년부터 년 까지 의 년 매출은 평균 만불을 상회했으며 현재 중앙아시아의  : 1991 1993 , AMI 1,000 , 

개 조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는 이상의 비영리 단체들과 전략적 연9 . , AMI 15 
합을 맺고 동아시아 지역과 모슬렘 지역에서 교육 계발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을 행하고 있다 각 회, . 
사에서 대사명 전략 조정자는 지역교회 지도자들과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전도 제자도 또 교회 개(GC) , 
척 등과 관련된 전략들을 만든다 국외 이주자들은 교회 혹은 선교 단체들에 대해  영적으로 책임이 있. 
으며 이들은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s와 작업 기간을 자세히 쓴 계약서를 갖게 된다.

이 장에서 우리의 목적은      BAM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원칙들을 제공하는 것이었

다 이것은 최종적인 목록이 아니며 앞으로 더 수집될 경험들을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 다만 현재의 . , . 
것은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원칙은 이슈 그룹의 지식과 최고의 실무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 
기존 문헌에 나와 있는 것 뿐 아니라 여러 사례 연구들이 이 보고서를 위해 특별히 제출 되었다 원칙, .
들이 가장 충실하게 반영된 사례연구들이 실례로 선택되었다 그 중 일부는  장과 부록 에서 발견할 . 5 C
수 있다 최고의 실무의 다른 예들과 같이 현재의 . BAM 벤처에 대해 더 이상의 독서를 원한다면 부록 , F
의 자료방을 보라 특히 . On Kingdom Business, by Yamamori & Eldred, Great Commission Companies, by Rundle & 

이런 책들은 특별히 유용하며 이 주제와 관련 매우 도Steffen, and Transform the World by Swarr & Nordstrom , 
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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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5. BAM  
사 례 연 구 

서   론
이장의 목적은 몇 가지       BAM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 사례들은 독자들에게 . BAM이 실제 어떤 모

습으로 운영되는지 알게 해 줄 것이다.
핵심적인      BAM의 원칙이 적용되는 스타일과 깊이는 드라마틱하다 할 정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사용되는 특별한 방법과 전략들도 각 비즈니스에 따라 그 주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창조적, , 
이다 이 짧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원칙들이 서로 다른 비즈니스 실무와 우선순위 속에서 어떻게 나타. 
나는지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이야기들은  원칙들이 종종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되는 과정도 보여 준. 
다 의도적으로 원칙이 적용된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우연하게 적용된 경우도 있다.  , .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 BAM의 다른 맛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 ’
있다 두 개의 추가적인 사례들은 부록 에 있다.  C .

유한 책임 회사TRP 
회 사  배 경(a) 
유한 회사 의 설립자인 마이클 은 의료분야에서 년 동안 일한 후 년 한 중앙아시아 공     “TRP ” “ ” 13 ,  1997

화국으로 이주했다 그 나라에서 재생산적이며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운동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그 동. 
기였다 기도 가이드인 .  Operation World 43)는 이 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전도 국가 라고 불렀다“ ” . 7
천 백 만의 인구 중에서 약 개의 소규모 교회에 겨우 명의 기독교인만이 있을 뿐이다75 2,400 . 

마이클은 처음에는 의료장비 수입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열었다 그리고 년에 모국을 여행하  . 2000
는 중에 큰 규모의 세계적인 식품무역회사의 소유주를 만나게 되었다 그 는 마이클의 비전에 . CEO
공감했고 때마침 비즈니스를 확장하려 했기 때문에 그를 식품과 농산품 구입대행자로 고용하기로 , 
했다 마이클은 훈련과 조언을 받은 후에 마침내 개인 자금 불을 이용하여 아내와 더불어 . 110,000

년 무역과 컨설팅회사인 유한회사를 설립했다2001 TRP .
학습곡선     learning curve은44) 매우 가파랐지만 마이클은 다방면에 걸친 국제적 비즈니스와 무역의 경험 , 

이 있는 기독교인 멘토를 만날 수 있었다 첫 회기 만에 유한 회사는  미국 내의 개 주의 약 . TRP 30 7,000 
개의 상점에서 팔린 엑스트라 버진extra virgin 올리브유의 이상을 수출했다 회사는 자연적이고 건 20% . “
강하며 정당한 무역 을 강조하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했다 유한회사의 또 다른 일은 중국으” . TRP 
로 대규모의 식용 땅콩을 수입하는 업자들을 자문하는 역할과 다른 식품 및 농산물 프로젝트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 영역에서 포츈지가 선정한 개 기업들과의 계약 협상 등이다500 .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설명 (b) BAM 
 마이클은 자신의 업계에서 국가 식품 심포지움     Food Symposium의 유일한 외국 연설가였다 그는 텔레. 
비전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고 그 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비즈니스 신문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 
비즈니스 공동체에서의 마이클의 역할로 인해 그는 출신 도시에서 국가 지역 연합의 의장으로 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 활동과 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마이클은 복음을 자신의 고용인과 지역 내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비즈니스 업계에서의 그의 실제 경험은 그가 무보수 사역자로 다른 두 사. 
람과 더불어 섬기는 작은 교회의 자문 활동에 더 많은 공감과 권위를 갖고 참여하게 해 주었다. 

마이클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비전을 나누고 자기 나라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43) 한글판으로는  세계기도정보 역자 주- 

44) 학습 곡선 효과 는 과제를 수행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같은 일을 하는 데 드는 시간 ' (learning curve effect)' '

이 줄어든다는 이론으로 같은 일에 대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노동 시간과 전체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학습' . ‘

곡선이 매우 가파르다는 것은 작업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자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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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는 더 많은 기업가들을 보고자 열망한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 약 명의 . 200 
신자들과 그리고 나라 밖에 있는 여 명과 더불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를 구성50 
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사업가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가와 학생들이 도와주기 위해 단기 방. 
문을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상담“ Business Consultations”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네트워크를 촉진시키고. , 
비즈니스 하는 신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와 실무에 대한 분석(c) 
회사는 자립하고 있지만     , 회사( ) 시작 자본을 아직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하 . 

는 사업 윤리를 충실히 지키느라 재정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들이 제한된다 윤리적인 방식.  
으로   이익이 남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잦은 관료 변동과 요동치는 경제적 상황과 여러 , 
가지 부패 사례들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마이클은 이 나라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 
최근의 개혁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을 소망한다.

배운 교훈들(d)  
     고객 중심 시장 중심이 되라, :  고객과 시장에 제품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면 생존할 수 , 
있는 회사는 없다 마케팅이란 고객을 당신처럼 사랑하라 는 뜻이다.  “ .” . 
     때로는 무료 충고도 가치가 있다: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과 크리스천 비즈니스계의 멘토들은 때로 

무료로 도움을 준다 멘토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들이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가치 있게 여기지 . , 
않았던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컨설턴트들은 비용이 들지만 그들을 이용하지 않, , 
아서 생기는 실수는 치명적이다.
     균형과 휴식 : 비즈니스 때문에 하나님과 가족을 소홀히 하게 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계와 점 , 
검의 시간과 더불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언덕을 거. 
닌다든가 혹은 해안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교회와 가족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 
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 등이 이미 알려진 방법들이다 만약  비즈니스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영적인 . 
일을 하기 원한다면 풍부한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은 필수적이다, .

회사 D 
는 파르스탄     D Farstan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주변 마을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파르스탄 직물 

프로젝트이다 는 제작 자산을 마을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게 권한을 주고 마을에 있는 . D , 
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함으로써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직물은 전통적인 기술이지만 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마을 사람들은 최고급 디자인과 기술을 인     , D

증받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는 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베틀기를 제공하여 재택. D D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는 숙련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제공하였다 하나의 직물 프로젝트를 완성. D . 
하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는  생산자들에게  일부 선불을 해주어서 제작 기간 동안 운영 자, D
금과  가족 부양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다.     

대안적인 국제조직을 활용하는 는 국제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숙련공들을 위한 마케팅 조직이   D
다 이 조직은 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숙련공들에게는 더 많은 실질 임금을 주고 . D
있다 또한 이 기업은 마을에 다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숙련공의 수입을 배가시켜 주었고. . , 
또한 여러 학교를 신설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 학교는 학생이 명인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여. 750 
성이다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장기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고 한 때 . , 
포기하고 떠나갔던 의사들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소망하며 마을로 돌아왔다 여성들을 . 
돕기 시작한 회사는 베틀기를 각 집에 배치하므로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일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비즈니스에서 제외되었던 여성들도 평등하게 직물을 짜는 일에 참여시켰, 
다 더 나아가 각 마을마다 노동자들 중에서 감독관을 선출하여 마을공동체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 
위한 통로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직물공들과 감독관은 서로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인. 
식하기에 이르렀다 한 기독교 노동자를 담당하는 무슬림 감독관은 더 이상 자신을 무슬림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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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미 공동의 목적과 마을 전체의 복지를 위해 동역하는 친구요. ,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복음 통상  Evangelistic Commerce
배 경(a) 

  법 집행 회사에서 년 동안 일했던 탐 슈딕은   12 Tom Sudyk 재정 통합 문제로 한 선교 단체들을 돕기 위 
해 인도를 여행했다 그는 특히 기독교 선교를 위해 외국 자본이 인도로 유입되는 것을 인도 정부가 제. 
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슈딕은 선교자금을 만들기 위해 인도에서 회사를 시작할 기회를 . 
얻었다.

회사 조직(b) 
의료 사본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슈릭은 크리스천 관리인을 고용했다 그는  인도의 체나이     . Chennai

에서 회사를 시작했다 그 다음 그는 고객으로  의료 사본 회사를 확보하고 년 초기에 비즈니. US , 2,000
스를 시작하였다 회사의 초기 자본은 약 달러가 들었고 년 후 흑자로 돌아섰다 그 이후 사업. 150,000 , 2 . 
은  의료 사본 훈련학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전환과 캐드,  CAD디자인 등으로 확장되었 
다.

회사 사역(c) 
     이 회사의 초기 목적은 선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버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오. 
래지 않아 복음전파를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명 이. 60
상을 고용하고 있는 이 회사는 기독교인들 힌두교인들과 무슬림들이 참여하는 매일기도회와 격주, 
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들을 위한 개인양육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크리스천리더십. , 
을 통해 예수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회사 내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넘어서 회사 , 
경영자 측은 두 개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의 기독교 초등학교 설립을 돕고 있다 이 회사는 육체적인 .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한 컴퓨터 훈련학교를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학생 중 몇 명을 , , 
고용했다.

응답 다음 세대(d) . 
슈릭은 기독교 봉사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미국의 학생들이 경영대학원을 떠나 신학훈련을 받    /

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를 결성하여 경영대 학생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수. NGO
단을 이용하여  전통적 선교사역에 문을 닫고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학 인턴십 프로

그램을 시작했다 최근에 는 대학간 기독 단체. NGO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와 상징적인 수의 세속 대학

들 그리고  프로그램과의 결연을 통해 명 이상의 기독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MBA 200 .

배운 교훈들(e) 
선교사에게 사업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업가에게 선교를 가르치는 것이 더 수월하다 사업가들은      . 

선교를 시작해서 그것을 비즈니스로 보이게 하기 보다는 사역을 비즈니스에 통합시키고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실무를 해 나가는데 초점을 둔다 만약 비즈니스가 번창한다면 외국의 자본이나  기부금 없. ,  
이도  회사 직원들과 공동체에 대한 사역도 성공할 것이다. 

AM International
설립자 밥     Bob은  대사명 회사“ Great Commission Company 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터키에 회사를 설립했다” . 

그는 창 지역에 교회 개척을 도우면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를 하기 원했었다10-40 .
밥은 과학기술 분야를 특화하여 제조 회사를 세우고 자문하는 의 기업 지배권을 샀다 몇 달 만     AMI . 

에 네 명의 고용인을 두게 되었다 년부터 년까지 조명 기구와 다른 고속 자동화 제작 에 사용. 1991 1993
하는 턴키turnkey 기술과 회사의 평균 판매액은 년 간 천만 불을 상회했다 이 회사는 최근 동아시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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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9 .
회사는 공개 매각된 미국 회사들을  대신하여 동아시아에 있는  새로운 공장들을 관리해 왔으며     ,  

중동과 북 아프리카에  소규모 제조 회사를 소유하며 대표 사무실을 개설했다 이들 제조업 벤처들을 , . 
위한 자금은 대체로 백만 불에서 천만 불이며 가 를 소유하고 있다 는  동아시아 지역, AMI 15~100% . AMI
과 다소 민감한 지역에서 교육 개발 그리고 교회 개척을 실행하는 개 이상의 비영리단체와 전략적 , 15
협력을 맺고 있다.
막대한 투자금과 고도의 기술은 그들에게 강한 정치적인 힘을 갖게 했다 동 아시아 정부들은 일반    . 

적으로 외국인 제조업자들 특히 보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한다 회사가 지역 사람들에, . 
게 돈을 벌게 해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면 비즈니스가 법을 어기거나 정부를 놀라게 하지 않는 이상 정, 
부는 간섭하지 않는다. 

의 각각의 회사에는 대사명 전략 조정자 영적 기업가와 자문가가 있어서  지역 교회지도자      AMI (GC) , 
들과 네크워크를 이루어 전도 제자화 그리고 교회 개척에 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는 야심차고 , . GCs
문화적 측면에서 성취가능성이 높은 연간 계획들을 세우기 위하여 지역 회사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

다 이런 계획들은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의하며 왕국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 , , 
한다.

는 도시나  집단에 초점을 둔 교회 개척 혹은 사역 팀을  강조한다 국외 이주자들은 교회나 선교      AMI . 
단체들에게  영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이들은 직무 내용 설명서와 작업 조건을 상술해 놓은 계약서를 , 
갖는다.

보통 팀 리더는 총지배인이 아니다 밥은 독립 왕국 기업의 경우 재정과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제     . , 
약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책임과 격려를 위해 팀에 소속될 필요가 있다 이 어떤 중앙아시. .   AMI
아의 공화국에서 년대 초반에 일을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슬림의 수는 명 미만이1990 10 
었다 그러나 몇 년이 안 되어 회사 직원들은 이제는 예수를 따르게 된  명 이상의  무슬림들과 더불. 80 
어 주중 제자 훈련으로 모이고 있다 이것은 왕국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 사역을 효과성을 보여 주는 . 
것이다.

관리팀들은 다인종과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     
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단일 국가의 직원들만 있는 회사에서는 , . 
직원들이  다국적 회사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시각도 제한될 , 
수 있다. 

모든 관리급 인사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에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이다 그 어떤 핵심      . GC . 
지배인도 회사의 목표에  적대적이지 않다 월급은 성과급을 기초로 하고 있지 기부로 충당하지 GC . , 
않는다 관리 매니저가 자신의 보상에 얽매이지 않고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비국민들에게. .   
는 파트타임 근무를 허락해서 비영리 그룹을 통하여 수당을 받도록 하였다.

회사들은 중요한 수출 시장을 갖고 있어서 지역의 부패 방지를 돕는다 또한 지역 경제를 성장     AMI .  
시킬 수 있는  외부 시장에서 회사들이 이익을 가져 온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 
정치적 잣대를 제공해 준다. 
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사용하여 씨를 뿌리     . “ . 

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

Asian Company
아시아에 있는 한 제조 기업은 년 하나의 아이디어와 명의 직원 그리고 미화 불을 가지고 시     1988 5 , 10,000 

작하였다 년이 되자 이 기업은 명의 직원 미화 수출 그리고 불의 이익을 거두는 기. 15 ,  350 , 3,000,000 , 400,000 
업으로 성장했다.

초기의 오해들(a) 
설립자 짐     “ Jim 은 자기 사업의 목적과 성공하는 비즈니스 운영에 대해 초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음을 ”

알았다 당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 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것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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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정상적인 비즈니스 법에 집착하지 않게 하실 것,  
이라고 생각했었다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으로 명하셨고 창조 시 규정하신  한 시스템이. , 
라는 사실을 짐이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의 자연법 속에. “ ” 
서 이해해야만 하고 행해야만 한다 짐은 비즈니스란 보다 중요한 무엇을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했, . 
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포함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성을 비즈니스에서의 진실성과 연결. 
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짐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던 사업에서의 압박감으로 인해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다 그   . 

는 비즈니스에 있는 기회들을 통한 사역을 기대하기 보다는 일이 잘 되고 난 후에 사역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했다 그는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사람들을 제자화 하는 수단이 됨을 보지 못했. 
다 그는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짐은 그가 직면했던 영적전쟁에 대비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 . . 
는 혼자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몇몇 지인들과도 기도사역을 하지 않았다, .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 (b) 
 짐은 비즈니스 시스템이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시스템을 배우는 것은  하    ‘ ’ . 
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스템을 방해하려는 시도이다 비즈니스는 결. ‘ ’ . 
코 일시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돈을 벌고 다른 영원한 것에 투자할 기회를 줄 수 있는 , ,  
영원히 가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도는 중요한 일이며 결과를 미리 보는 열쇠이다 짐은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을 위한 기도가 가장      .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짐은 많은 사람들을 기도운동에 함께 하도록 . 
했다 짐은 누군가가 각 직원들을 위해 매일 체계적으로 기도하도록 했던 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최대. 
의 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즈니스는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다 경영에 관한 책을 보고 섬김에 대      . , 
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 살펴보라 섬김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노동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 
기술이다 비즈니스는 우리로 하여금 서비스를 당장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짐은 영업일에 일어나는 사. . 
건들이  사람들을 제자화할 수 있는 최고의 장 the best place 임을 실감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동안 복. 
음의 영향을 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친척들을 보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열 매(c) 
짐이 배운 것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개인과 지역 모두를 통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대다수의 직원들이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며 수백 가지의 방법들과 행사에서 그리스도의 이, 
름이 높임을 받고 있다 복음의 영향력은 비즈니스 그 자체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었. 
다 게다가 짐과 그의 팀은 먼 지역에서 새로운 회사들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새로운 교회가 생. , 
겨나게 되었다 새로 고용된 가난한 이들의 동아리가 생겨났다 더 나아가 많은 고용인들이 자신들의 .  .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활력적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많은 무당들의 통제를 . 
받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비즈니스는 기회들을 만들어 낸다 비즈니스가 백성들에게 혜택을 줄 때 정부는 그 실재를 긍정적     . , 
으로 인정 한다 정부는 그들의 활동에 대한 비즈니스 상을 수여했다 그 결과 짐과 비즈니스 하는 사. . 
람들은 공무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었다 또  사회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용된 돈이 무. ( 
한한 액수의 월급인 달러 사회와 교회로 환원되고 있다 많은 선교사들은 외부에 재정적 지원을 US )  . “ ” 
요구하지 않고도 수년간 선교지를 지켜왔다.  
짐은 자신의 끔찍한 약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배운 교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 
격려가 되길 소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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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그리스도의 몸에 권능을 부여하기3 :  

을 위한 동원6. BAM 
세계 교회에 미개발 자원 방출하기 

서  론
      BAM은 현재 등장하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이다. BAM은 기독교 사상과 교회의 문화 속

에 구축되었던 장벽들이 무너진 결과 생겨난 것이다 이 장애물들은 목회자평신도의 분리를 가져 온. -
성속 분리와 가장 연관이 깊다- .

선교적 용어로 전임 사역 이란 용어는 목회 선교 전도의 사역에서 크리스천 전문가 로 봉사하는      , ‘ ’ , , “ ”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로서 평신도들은 주 일 하루 시간 모든 영역에. , 7 , 24 
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업과 일터에서 부르심과 은사를 받은 크리스천 사업가. 
들은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하며 살고 행하고 있다, .

이것은      BAM의 기초로서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고 무장시키고 파송하여서 비즈니스 영역에서와 비, , 
즈니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화의 핵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가들을 동원하여 대사명. 
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사업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의 듣. 
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돌보심과 긍휼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특별히 필요하, 
다.
우리는 온 열방의 사업가들을 조직하여 열방으로 보내는        BAM의 타문화권 사역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   BAM의 동일 문화권 사역이나 근접 문화권에서의 사역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 
필요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독 실업인들을 확신시키고 준비시켜서 이러한 사역 목적을 위

해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공동체와 국가에서가장 쉽게 지속적인 변화. 
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비즈니스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적대적이.  
기까지 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타문화에서 선교하든 혹은 자신의 문화에서 선교하든 기독 실업인들은 그들의 비즈니스의 소명과      , 
부르심에 대해 격려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소명을 느낀다 해도 즉시 .  , 
자신들의 비즈니스 삶을 포기하고 정통적 목회자 혹은 선교사 의 패턴으로흔히 이것이 보다 높은 “ ” “ ” ( “
소명 으로 잘 못 떠받들어 졌었다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 .(그들은 선교로서 사업에 헌신할 것이다 역 - 
자 첨가 사업가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그들만의 기.) 
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즈니스와의 관계에 관해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 “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세계로 가라 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학생” , “ ” . 
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그들은 비즈니스  세계로 가라 는 “ ?” , “ ”
말을 듣지 못한다.      웨인 그루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즈니스 크로스 웨이  . , 2003 

교회의 지도자들은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을 인정하고 동원할 임무를 갖는다 그 결과로      . 
그들은 일터 혹은 사업을 자신들의 주된 사역으로 인정하고 지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 
나님 나라의 대사가 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숙고하게 될 것이다. 

동원을 위한 단계들

비전을 전하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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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을 위해 사람을 동원하는 일은 비전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해야 하는 핵심 메시지는 창. 
조 일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통전적으로 사역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 , , 
증거하며 모든 민족 가운데 변화된 삶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일하는 부르심이다, . 

신원 파악2. 
누가 기업가의 은사를 소유했는가 누가 비즈니스에  소명을 가졌는가 누가 준비되었는가     ? ? ?  서구

의 사업가들만이 을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은 피해야 한다 모든 국가마다 기업이 있고 사BAM . 
업가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비즈니스에 대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들은 마. 
땅히 격려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가들이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 본국을 떠나야 할 것. 
이다 자신의 문화권에서 또 자신의 나라에서 핵심 사업가로 신원 보장을 받아 확증을 얻고 훈련 . , 
받아 준비되어서 파송 받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다 모집 과정은 이러한 신분보장 과정이 BAM . 
포함된다.  

확  증3. 
인원 동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요소 중 하나는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자신의 소명을 확증 받는 것     

이다 크리스찬 비즈니스 인들은 일터에서 섬기도록 내보내져야 한다 그들은 비즈니스를 계속 하기 . . 
위해서는 끊임없는 확증이 필요하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일 아침 사업가들을 위한 안수와 기도를 고. 
려해야만 한다 이것은  교사 사회사업가 기술자 변호사 등과 같은 이들에게도  중요하다. ,  , , .

모  집4. 
     BAM을 위한 인원 동원은 비즈니를 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매, 
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 BAM은 지원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당신. “
은 비즈니스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BAM에서 비즈

니스는 수단이자 메시지이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비즈니스를 위해 부르셨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뒤 따른다 그들은 비즈니스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복음에 대한 필요가 가장 : “ ?”, “
큰 곳은 어디인가 또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약한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전략적 배치를 위해 적? ?" 
극적으로 모집하고 사업가들이 교회 선교에서 그들의 입지를 발전시키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검  증5. 
    성공적인 BAM운영을 위해서는 그 일에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여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 BAM을 시작했을 때 타문화적인 선교 요소가 있다면 적절한 기술을 소유한 사람을 

모집하여 배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BAM과 연관된 각각의 비즈니스와 조직 및 네트워

크는 성공적인 실행에 요구되는 기준과 자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훈련 무장6. & 
이 단계는 기본적인 사업 훈련에서부터  타문화권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데까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포함한다 경험이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새로운 지원자들에게 실무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  .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다.

자원 동원7.  
    BAM에는 추가적인 자원들이 요구되며 그것은 시장을 개발하고 기회를 인적 자원과 연결하기 위해 , 
네트워크와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이 없이 자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 
러나 자본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왕국 전망. “ kingdom perspective”45) 을 소유 
한 투자자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전략적인 투자 기회들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들에게서 이용 가능, 

45) 하나님 왕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하고 이를 사명으로 보는 시각 역자 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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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분한 잠재적 자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인적자원들이 요구되며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실제 회사에서 훈련을 받은 새로운 세     , , 

대의 젊은 기업가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젊은 리더들을 위해  경험과 재정 자금을 제공해 줄 . 
비즈니스 리더들과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배 치8. 
     BAM은 세계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열방. 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의 필수적인 부

분이다.+BAM은 전 세계 사업가들을 인정하고 권능을 부여하고 파송하기위해 어디든지 갈 것이다 동, , . 
원 과정에는 다른 나라들을 섬길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들과 연결되어서 그 기회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문제들과 장애들
     그동안 많은 굵직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다시 떠오른 가장 핵심적인 문제. 
는 성속의 구별과 성직자평신도 구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장애들은 의 - - . BAM
효과적인 동원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또 다른 장애요소는 교회 지도자가 문제를 이해하. 
고 해결하고자 애써도 지역교회 운영의 책임과 요구 때문에 종종 제한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또. 
한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구성원들에게서도 기꺼이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에 대한 신학 창, ,  
조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관해  의미 있는 사역, 
을 해 온 개혁파와 카톨릭 전통에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다.

구체적인 문제들로는 사업가들이 종종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잘못 이용되거나 무시당해 왔다     , , 
는 것들이다 부수적인 문제들로는 번영신학의 영향 전략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것과 혼동되는 양상 지. , , 
속적인 품질관리의 필요 사기 행위에 대한 방어 감수해야 하는 위험 수위 조절 등을 망라한다, , . 

낮게 활용됨(a) 
사업가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서 갖춰야 할 잠재적 가능성과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양상이      

만연하다 사업가들이 단지 교회의 좌석을 채우고 자신들의 부를 속죄하기 위해 수표에 서명하는 것. , “ ” 
에 그치고 만다면 수동적이라는 느낌과  애매한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 
을 사업가로 지으셔서 은사를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수용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맞지 않는 역할로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 

잘 못 이용당함(b) 
많은 사업가들은 자신들이 돈줄로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와 기독교 조직에 돈이 필요할      . 

때만 사람들이 사업가들을 찾는다 어떤 문화에서는 기독교인이 비즈니스에서 번 돈이 너무도 당연하. 
게  교회를 지원하는데 기부되어야만 한다 비즈니스 한다는 것은  유용할 수 있는 개인 자금 또는 회. , 
사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고용인들 보다 더 적은 돈을 벌면서 비. , 
즈니스 자본을 마련하느라 애쓰면서 또 현금의 흐름을 해결하느라 극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 
다 실리적 관점에서만 비즈니스를 보는 것은 위험하다 비즈니스는 단순히 영적 사역들을 위한 자.   . “ ” 
금조달의 공급원만은 아니다 비즈니스는 그 자체로 사역이 될 수 있고 그 이익을 사용하는 것이나 개. 
인적 차원에서의 기부는 그 사역을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업신여김을 받음(c) 
교회는 아직까지  일과 비즈니스 부     , 46)의 창출과 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46) 켄 엘드레드는 성경적인 부의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역자 주 6 . - 

 부는 모든 영역에 해당한다 단지 물질의 풍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눅  1- . ( 12:21).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마 시   2- .( 7:11; 5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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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모든 사업가들이 너무나 자주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유는 그들이 맘몬을 다. . “
루기 때문인데 이는 사업가들이 부패의 경향이 농후한 힘겨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 . 
러나 돈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다딤전 . (

이 오해는 많은 사업가들에 대해 거리감과 거부감을 만들어서 교회와 비즈니스 사이에 불필요6:10). 
한 불화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 BAM을 위해 사람을 동원할 때 극복되어야 한다. 

내 생각에 비즈니스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적의 거짓인 것이 분명하다.

번영 신학(d) 47) Prosperity Theology
     돈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의 정 반대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

님의 축복의 표시로 풍부한 물질적 공급을 옹호하는 번영신학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이들이다 우. 
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가 물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 . 
게 물질로서 축복해 주시지만 그 물질은 누림의 대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야 , 
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쳐주고 있다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청지기에 대한 가. 
르침이 필요하다.  

구별된 전략(e) 
    은 BAM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영리기업을 세우기 위한 구별된 전략이다 이.  
는 BAM이 단지 기금조성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재포장하거나 개명한 기부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혼돈을 일축시킬 것이다 이처럼 . BAM은 다른 경제개발프로그램이나 선교적 노력을 보완해 주기

는 하지만 그것과는 구별되는 신흥전략이다, . 

품질 관리 보장과 부정 수단 경계(f) , 
     BAM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 사기 행각을 피하고 윤리적 기준을 엄수하며 품질관리와 성실도 점, 
검을 고무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라 부르는 모든 . BAM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하는 바의 인 것은 아닐 것이다 죄와 그릇된 동기는 선을 행할 엄BAM . 
청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모방하거나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때때로 품질이 떨어지는 . 
것은 사악한 사기 행위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불량한 실무에게 나오게 된다 투자하려는 모든 사람. 
이 다 훌륭한 책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험 부담 수위와 요구되는 헌신(g) 
    BAM을 위해 동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선교에 다른 접근법을 요한다 비즈니스는 위험 부담 . 
수준이 각기 다르다 개인 재정 지분 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또 다른 이슈들은 가족 재. , . , 
정 시간표 교회사역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비쳐지는 지에 영향을 미친, , , , 
다 개인과 사물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강력한 관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자기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다수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년도 지탱     , 5
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비즈니스에  타문화 선교적 차원을 추가하는 것. 
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부패 비즈니스를 조성하는 분위기의 부재 그리고 문화적으. ,  ,  
로 민감한 사안 같은 이슈들 때문이다 또한 요구되는 중노동과 집중과 헌신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 
된다 이것은 다른 관계들에 필요 이상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고 하루 시간 근무하는 틀에 짜여진 세. , 8

부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고전   3- ( 10:26).

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딤전   4- ( 6:17~18)

 부는 누려야 한다 딤전  5- ( 6:17).

부는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아니다  6- . 

47) 예수를 믿으면 건강과 부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강조한 신학이다 이런 점에서 번영신학은 기복주의 성공주.   , 

의 성장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은사주의 와의 직 간접적인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역자 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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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람들에게 이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존재하는 자원들
     BAM 모집을 위한 자원들과 독창적인 구상들이 늘고 있다 부록 의 자료방에 포괄적인 목록이 있. F ‘ ’
다 지금 현재 활동 중인 도구들과 모델들을 동원하는 일부 범주들은 강조할만한 가치가 있다 논설들. . , 
책들 그리고 웹 사이트들은 동원과정에서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열정을 심어줄 수 . 
있는 BAM 을 접한 기독 실업인들도 동원 과정에 있어 중요하다 세계의 몇 개의 조직들과 그룹들은 사 . 
람들에게 개인적인 동기부여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비전 트립과 필드 트립 그리고 노출 트립 , 
exposure trip등을 조직하고 있다 이 그룹들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시초사업에 투자하거나 기부할  . BAM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 국가 지방 마다      , , BAM 모임과 자문회의들이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 . local  BAM 그룹들이 있으며, 
우간다에는 국가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중앙아시아에는 정규적인 지방 협의회가 있다, .
      BAM 을 후원하거나  BAM 전략에 관련을 맺고 있는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다.  BAM은 다른 사역을 할 

수  기회를 제시하며 또한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단체들은 새로운 , . BAM 사업과의 파트너십 
과 동원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구조를 개발하는  중이다. 

이      BAM 로잔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쓰임 받는 도구가 되고자 한다 .

마지막 의견
사업가들이 동원되면 우리는 교회와 분리된 비지니스 트랙     , ( ) ‘ track 즉 교회의 광범위한 선교 노력들’ , 

과 단절된 BAM 운동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 BAM 실천가들과 솔선자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 혹은 그들의 네트워크에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가들은 광대한 비전과 실. 
제 파트너십 이 양자에 관해 자신들이 얼마나 적절할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한다. ‘BAM 이 선’ ‘
교로서의 법 Law-as- Mission’ 선교로서의 의학 , ‘ Medicine  -as-Mission’ 선교로서의 교육 , ‘ Education-as-Mission’ 선교로, ‘
서의 성경 번역 Bible-Translation-as-Mission’ 선교로서의 라디오, ‘  Radio-as-Mission’ 등에서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발  
휘하고 있는 다른 크리스천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하면 보다 위대한 영향력을 ?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수직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통전적 변화를 더 많이 보게 될 . 
것이다 성찰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일하고 계신 전체로서의 그리스도. , 
의 몸에 대해 끊임없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엄청난 과제와 거대한 가능성을 부. 
여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동원 더 나은 동원에 대한 필요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 . 
제안들과 전략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제안들은  장 8 전략적인 제안들에 소개되어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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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7. 
선교 단체들과 교회의 중요한 역할

서   론
이 장에서 우리는 교회와 선교 단체가       BAM과 연결되도록 도우면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탐구하, 

고자 한다.  우리는 BAM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철학적인 문제와 실행 상의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교회와 선교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가지 형. 

태로 표출되고 있다 개인 기업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일터사역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 , , BAM , ,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교회들 신생 교회들 그리고 교단에 연결된 단체들과 초교파적 선교 단체, , 
등 그 규모와 형태 구조가 매우 다양하다, , .
실제적으로      BAM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다른 종류의 교회와 선교단체들과 연결할 수 있다 교회, . , 

선교 단체와 왕국 비즈니스는 궁극적으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같은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단체들 사이의 파트너십과 하나됨 그리고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솔선. , 
해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할 뿐 아니라 왕국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파송 교회                          선교 단체                                 

                                                                      BAM

                                                      지역 교회들 

                           

자문을 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업가들도 효과적인 파트너십에 대     , 
한 방해 요소들을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았다 이 방해요인들과 해결책에 대한 요약은 부록 . D
에 서 찾을 수 있다.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는 상황
  교회는 사업가들을 인정하고 무장시킴으로 대사명을 이루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BAM과 교회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는 다양한 정황들이 있고 이 상황들이 중복되기도 한다, .

과 지역 교회(a) BAM
가능한 한 사업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 교회 들 와 파트너십을 맺고 왕국 비즈니스를 시     ( )

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새로운 시도는  교회를 강화시키기는커녕 교회의 권리. , , 
를 빼앗게 될  위험성이 있다 지역 교회를 강화시키는 것은 모든 왕국 비즈니스의 목적이 되어야 한. 
다.
     BAM과 지역 교회 사이의 그 어떤 동역도 서로에게 혜택을 주고 상대를 인정하는 윈윈 상황이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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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애써야만 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곳에서 가능하다. . 교회는 사업가들이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도록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활기를 불어 넣으며 그들을 위한 교제권을 

제공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은 비즈니스 소유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 
하고 나아가 목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사업가들은 그들의 경영기술로 .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

는 삶에 공헌할 수 있다 왕. 국 비즈니스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고용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실업. 
으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일로를 걷고 있는 교회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파트너쉽과  공동체 내에서 함께 하는 사역 프로젝트에 파트너쉽이 필요     
하다 지역 교회는 새로운 . BAM 벤처를 교회 자체의 구제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또는 교회 . 
멤버들을 격려하여 기업가의 은사를 받은  BAM 리더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  BAM 리더로 진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과 파송 교회(b) BAM
교회지도자들과 회중들은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맡아 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교회들은.  BAM 사역을 위해 파송될 이들을 인정하고 모집 , 
을 도우며 무장시킬 수 있다 타문화 선교에 있어서 사업 전문가들의 교육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 . 
단기 팀을 조직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은사와 기업가적 .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성을 발휘하며 또 교회 선교전략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 교회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곳에서의 (c) , BAM  
     BAM은 지역 교회가 대중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비즈니스 개척과 교회 

개척을 동시에 할 수 있다.48)영적 리더십의 역할과 고용주의 역할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BAM은 이권 갈등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 BAM은 그 적대적인 환경에도 불, 
구하고 지역 교회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파트너십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전통적 선교 모델들과 교. 
회의 대외 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BAM은 변화를 꾀하는 사역을 위한 문호를 개방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한 아랍부족의 리더는 그 지역의      , BAM 소유자이다 그는 지역 정부와 탁월한  . 

커넥션이 있으며 그 지역에서 유일한 기독교인이다 지역 공동체는 그를 존경한다 이는 그가 자기 사, . . 
람들의 물질적 필요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난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이익 중 미리 작정된 부. 
분은 지역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다음 세대에는 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라비아 반도와 같은 곳에는 국외 이주자들의 공동체가 있다 현지인 교회가 없는 곳에 다양한 국     . , 
가에서 온 국외 이주자들의 교회가 존재한다 이것은 국외 이주자  기독 실업인들이 자신들의 비즈니. 
스 기술들을 이용해 국외 이주자들과 핍박받는 교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랍 이주민 교회는 이슬람 지역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 

을 나눔으로써 그들 공동체 가운데 구별되어 변화를 일으키자는 비전이 생겨났다 이 교회의 목회자. 
는 교인들을 고용해서 학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교육의 질을 높여서 지역의 상류층 아이들을 끌어 . 
왔다 결과적으로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를 경영함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 접촉하여 영향을 끼칠 수 . , 
있었다. 

선교 조직들과  BAM49)

48) 비즈니스 선교의 결과로 전 세계에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비즈니스 미션 역자 주 10,000 .( . 271) - 

49) 선교단체들이 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가지  BAM 7 by Justin Forman | 6.26.2007 - www.businessasmissionnetwork.com
       하나님은 을 사랑하신다1) BAM .

은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회사를 시작하는 것만은 아니다       2 ) BAM .
은 선교하는데 돈과 시간을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다       3 ) BAM . 

복음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은  대단히 중요하다       4 ) BAM .
은 자선하듯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5 ) BAM .
운영에 있어서 선교단체들은 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6 ) BAM . 

선교단체들은 이 최근의 물결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다 역자 주       7 ) B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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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은 선교 단체와 크리스천 비즈니스 공동체 모두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는 전략이다 현재 두 공. 
동체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다 통합적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는 새로운 비지온너리, ‘
bizzionaries’50)들이 결집되고 있다 이후 세대에서는 이 차이가 감소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 . 
양산되도록 힘써야 한다.  BAM의 고유한 특성과 필요에 초점을 둔 새로운 선교 지원 메카니즘과 파송 

단체가 필요하다 영리 사업은 어떤 형태의 선교 활동보다 서로 다른 문화 규율 그리고 구조에 가장 . , , 
잘 적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와 비즈니스 사이에 그릇된 장벽을 두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 
른 선교 접근법과 구조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지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 단체와 비즈니스는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구조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형태.  
와 기능에 있어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완전함을 존중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함께 전체를 섬, 
길 수 있을 것이다. 스와르 노스트롬  세계를 변화시켜라& Swarr & Nordstrom . , 1999

선교 조직들은 BAM과 여러 단계로 협력할 수 있다. 
선교 조직들은 . BAM을 하나의 전략으로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다.
수용력은 포용과 개방을 통해 증가될 수 있다  .  
선교 조직은  왕국 비즈니스와의 공식 비공식 협력 사업에 그들의 경험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 .
선교 조직들은 왕국 비즈니스가 태어나고 양육되고 배가되는 그릇이 될 수 있다. , ,  . 

확 언(a) 
선교 목사들 선교집행부 그리고 선교 현장 리더들은       , (BAM 과의 긴밀한 협력이 불가능할 경우에 ) 

도 그들의 조직을 통하여 ,  BAM을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BAM 실무진들이 다른 지

역에서  사역하는  벤처들과 좋은 유대관계 속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게 되고 현장에서 서로에 , 
대한 건강한 지원을 증진시키게 된다. 

모든 선교 집행부와 리더들이      BAM의 컨셉을 파악하여 비즈니스가 열방을 제자화 하는 강력한 전, 
략이 될 수 있다는 원칙적 개념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이해 하는 것은 하루 밤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내와 지속적인 의“ ” . 
사소통을 요구한다 단지 현장과 본사에서 의 개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 모델이 . BAM , BAM
되어야만 한다 남자와 여자들이   실제 사역 을 위해 단순히 재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  “ ”
사역이 되는 비즈니스 사례를 보기 시작할 때 이해의 문이 열릴 것이다, .  

 
협 조(b) 
선교 단체들은 비즈니스가 그에 맞는  선교왕국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역자     ( ) 

일 수 있다 선교 단체들은 계속적인 자원 유입으로 책임의 문제에 있어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다 또  . . 
비즈니스 벤처가 지역 상황이나 문화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교 단체들은 비즈.  
니스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도와 보다 큰 그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비즈니스를 한 국, 
가나 특정 공동체 내의 더 큰 사역과 연결시킬 수 있다. 

선교 단체에는      BAM 시작에 도움이 되는 지역 정보와 후원 네트워크 연락처 훈련 도구들 타문화  , , , 
선교에 필요한 기술과 언어 기술 관련 문헌과 선교 도구 등등이 있다 선교회 요원들은 목회적 지원 , . 
혹은 영적 멘토링으로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비즈니스 참모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선교 단체와 비즈.
니스는 지역 내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들은 비즈니스 내부의 새신자들을 제자화 하. 
는데 함께 사역할 수 있다 선교단체들은 그들의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관심 기도 지원 단. , , 
기 팀 혹은 인력을 동원해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다. 

시작하기(c)  BAM 
많은 선교회 직원들이 이미      BAM 개척자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지역의 필요에 매일 직면. 

50) 왕국 사명을 가진 사업가 사업가와 선교사의 특성들이 연합된 새로운 유형의 선교사의 혼합성을 드러내는 신종 단어 .  



- 50 -

하고 있다. BAM이 그러한  필요들에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잘 보아 왔다 이러한 초. 
기 개척자들이 가진 장점은 자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긍휼이다 이러한 . BAM 실무가들 중 

몇몇은 전략으로의 BAM을 철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기관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기관들은 비즈

니스 벤처를 그들 활동의 일부로 포용하거나 그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왕국 비즈니스와의 전략적 파, 
트너쉽을 형성하기도 했다. 

동역 관계로  비즈니스와 선교를 통합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철학적 실무적 요인들이 있다 이     , .  
윤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강점들은  연합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른 두 실체가 만났기 때문에 .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각각은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대변하기에 내재된 위험이 있는 것이. 
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교회와 선교 단체가 새로운 선교 운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 
소망한다. 51)

철학적 성찰과 방법론적 차이 
영리 활동 혹은 경제적 활동과 선교 활동의 밀접한 연합에 관한 의심(a) 
수세기 동안 선교사는 돈을 벌지 않고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나님을 섬     . 

기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소액금융지원과 같은 . 
활동들이 받아 들여 졌다 그러나  영리 모델들이공공연한 의심을 받고 있다 왜 우리들은 비영리 조직. . 
들이 영리 비즈니스보다 사회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소규모 비즈니스가 대규모 비즈니스? 
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었는가?

우리 조직들은 자신의 고국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열정을 가진 전직 티벳 불교도들과 함께 일했다 그곳에서 .  
전통적인 교회 개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되어 있다 이 젊은이들은 야크와 제품들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 ,  ,  
사서 알려진 증인 기독인 이 없는 마을 들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차후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에 대해 ( ) ,  
계약을 하며  관계를 발전 시켰고 그 결과로서 소그룹의 신자 모임이 생겨났다 국내 책임자는 개념을 받, . “BAM 
아  들여 미국에서 온 전직 자동차 부품 가계의 주인이다 하지만 그의 선교 단체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 .  BAM 
않았다 개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착수시킨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더해 그는 그의 비자 지위를 유지하.  20 , 
기 위해 두 개의 비즈니스를 스스로 경영하고 있다 선교 단체는 회사들이 이윤을 내고 있으니 몇 개의 회사.  , 
를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주인들에게 더 성장하고 마을 사람들의 눈에 . 
정당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더 많은 수익을 내라고 도전을 주었다,  . 

경제적인 힘이 선교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해롭게 했던 예들이 역사적으로 존재     
한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실수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성공하는 비즈니스가 선. , . 
사 하는 모범적인 가능성을 전적으로 무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 
활동의 의미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조직의 차원에서 지키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52)

비즈니스의 태도와 문화가 조직의 윤리성을 바꿀 것이라는 두려움 (b) 
분명 비즈니스 주체와 선교 단체 사이에는 우선순위 기대치 그리고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     , , 

밖에 없다 비즈니스 문화는 전형적인 선교 조직의 문화와는 다르다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 . 
면서 비즈니스 전략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절차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속, . 
적인 평가와 분명한 의사소통과 더불어 조직의 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선교 구조와 어느 정‘DNA’ . 
도 구별되는 비즈니스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51) 뒤따르는 토의는 중요 이슈의 간단한 개략을 말하고 있다 하나의 선교 조직이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했었는가 . 

의 예를 위해  www.businessasmission.com방문하여 사명의 가진 젊은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들을 보라 그리고 또  자료 ,  ‘ ’ . 
방에 있는 선교단체들을 보라.

52) 이 이슈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위해서 의  주님을 위한 이익모라비안 선교와 바젤 선교 무역 회사의  , William J. Danker ‘ ; 
경제 활동들 을 보라.’ , (WilliamB. Eerdmans, 1971, Wipf & Stoc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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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인 변화로 확장되지 않는 물리적 경제적 변화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c) / 
비즈니스 활동이 복음 선포와 영적 변화 교회 개척을 그만 못한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     , 

가 있다 하지만 통전적인 왕국 목적을 가진 . BAM의 모범적인 사례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BAM은 민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실천하고 선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왕. 
국 사업가들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부유해진 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인생 전반에 대한 관심을 보. 
여 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토대가 된다.
    

풍부하며 세련된 부자 나라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비즈니스는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 그 이상이다. .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곳에 있어야 할 마땅한 이유는 그것이 통전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곳.  
에서 그리스도처럼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다 우리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 .   

선교의 능력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감퇴되고 부패될 것이라는 두려움  (d) , 
또 다른 우려는      BAM 운동이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이다 선교 단체 직원이  . 

실행 가능한 계획 없이 시류에 휩쓸려 비즈니스에 편승할 위험이 있다 이것은 비즈니스와 사역 모두. , 
에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비즈니스를 목적을 이루는 쉬운 수단으로 비자 재정적 수입 접근 전략 등. ( , , )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단이 요구하는 바에 관심이 분산되어 그들의 본래 목적 에는 . ' ' ' '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보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명한 리더십과 . 
BAM의 책임 구조와 더불어 선교 기관에 의한 철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전문성 충실한 . , 
비즈니스 계획 적절한 투자 그리고 분명한 왕국 목적의 형성 등이 본질적인 것 들이다 부정한 비즈, , . 
니스는 그 기회가  생길 때마다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피해야만 한다.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요구사항이나 심지어 성공조차도 본래의 선교 목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     
다 돈을 사랑하는 데 빠져들지 않고 알맞게 책임을 맡길 수 있도록 소유권 구조와 이익의 사용에 신중. 
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크리스천이건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던지 간에 처하기 쉬운 위험들이다. .  
세상적 가치와 야망에 의해 유혹받기 쉽다 고후 이는 모든 유형이 사역에도 적용된다 예방의 비( 1:12). . 
결은 개인적인 동기를 경건하게 길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제자훈련과 책임감의 문제이다 영. . 
적 감독과 평가 과정은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성경적 가치를 두도록 도울 수 있다 일부 사회에서 는 부. 
패와 비윤리적 관행들이 더 잘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황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문화적 . 
정황에 맞는 크리스찬 비즈니스와 재정윤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부 지안 부 샹 이라는 중국말이 있다 사기를 당해 보지 않고는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 bu jian bu shang” . ,“ ”.
는 뜻이다 슬프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가 세상의 먹잇감이 되. , 
어버린 크리스천들을 우리는 보았다 나는 중국인 크리스천 형제를 알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  
부지를 젊은이들을 제자화 하고 정규 모임을 하기 위한 지하교회 장소로 제공해 섬기고 있었다 그는 그 , . 
지역의 선교 사역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별 생각 없이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그에.  
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의 답은 간단했다 중국 비즈니스 인들이 하는 것처 럼 비즈니스를 하라는 것이었,  . 
다 나는  그의 기부를 받는 선교  조직이 그의 행동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실망했다. .

선교사들이 비즈니스에 연루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사업가가 선교 단체에 연루되어야만 (e) 
하는가에 대한 의문들
유능한 선교 리더라고 해서 그가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가에게 성공적     . 

인 선교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듯이 선교사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비즈니스의 원칙, 
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는 능력과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와 무엇보다 실제 경험이  . 
미래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척도들이다 서로 보완적인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이 팀을 이루는 것은 매. 
우 요긴하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들과혹은 적합한 선교 베테랑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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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웃 소싱과 전략적 동반은 일반적이다 서로에게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개     . 

방성은 필수적이다 왕국 비즈니스가  전통적 선교사 구조나 조직을 반드시 비켜갈 필요는 없다 효과. . 
를 높이기 위해서 시너지가 필요하다 서로를 인정해 주고 칭찬할 만한 재능과 능력을 올바르게 적용, .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풀 타임 사역 에서  을 통한 통전적 사역 으로‘ ’ BAM ‘ ’  전환을 시도해  온 많은 선교사들은 흔히 이상주의적이

다 그들은 이 자신들의 풀 타임 사역보다 더 풀 타임인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충분히 무장되지 못했. BAM ! 
거나 비전을 밭은 사람의 능력에 대해 또는 그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 
기 전에 축복 을 먼저 받았다 나는 으로 옮기면 성공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소유한  많은 선교사' ' . BAM
들을 본다 책임과 평가에 필요한 지원 체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전환할 수 있는 단계.   
에 접어든 것이다.

운영상의 고찰BAM 
다음은 선교 단체들이      BAM 전략을 자신들의 조직에 편입시키려 할 때 제기되는 몇 가지 운영상의 

고려사항들이다 이것들은 대부분 조직의 상황에 맞춰 스스로 답을 내야 하는 질문들이다. . 

법적 그리고 구조적 이슈들(a) 
비즈니스와 자선 단체 혹은 비영리 조직들 사이에는 구조적이고 법적인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들은 정책을 요구하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다. , . 'BAM이라는 용어는 비즈'
니스가 자선적 구조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 용어상 선교 기관과 비즈니스 기. , 
관 사이에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선 조직의 세금 면제 자격과 관련된 법적 이슈와 소득과 관련. , 
된 이슈가 발생한다 자금조달과 기부금의 출처에 대해 개방하고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 , . 
쪽 시각에서는 이러한 경계선이 비영리 단체들이 비즈니스와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

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과 연관하여 배치할 때는 고도의 . 
주의가 요망된다. 

회사는 어떤 비즈니스를 행하든지  탁월해야만 하며 동시에 주님의 방법에 있어서도 탁월해야만 한다BA 
고  믿는다 이 두 방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선교 공동체는 비즈니스가 단순히 많은 기도와 인내를 통. . 
해서만 탁월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  , 
주께 드렸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탁월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선교사. , 
들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그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그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그렇게 무장된 . , 
사람들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과 월급(b) 
      BAM 사역자들은 만일 그들이 선교 단체의 일원이라면 비즈니스를 통해 월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 , 
니면 선교 기관에서 나오는 수입 혹은 기부금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전략을 추구하는 .  BAM 
선교회 직원은 어느 한 쪽에 의지하는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원을 합쳐야 할 수도 있다. 
초기 단계의 경우는  비즈니스는 최소한의 월급만을 지원할 수 있을 수도 혹은 전혀 지급하지 못할지, 
도 모른다 기도와 지원 네트워크가 유지될 것인가 지원해 주는 교회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적절. ? ? 
한 수준의 수입 또는 적당한 수준의 생활수준과 표준이 되는 삶의 스타일은 무엇인가 비즈니스 소득? 
으로 수입을 보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조직 안에서 긴장을 초래할  것인가 책임 구조는 어떤 모습이? ?  
어야만 하는가? 
재정관리라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선교 지도자들의 언급은 이것을 강조      . 

한다 사역자들에게 수입이 생겨서 우리를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이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 , 
떻게 사역자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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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c) 과 훈련
특별한 모집과 훈련 전략이 필요하다 성경 지식 문화의식 언어훈련필요한 경우 그리고 영적 성     . , , ( ) 

숙과 같은 분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왕국 비즈니스 시작하는 데는  조직의 정상적인 모집 절차를 통. 
해서는 자연스럽게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를 기술들을 요구한다.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가능성이 있는 뱀어들에게 배움과 발전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었다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의 길로 가로록 부르셨다는 것을 느끼는 용. BAM ‘
감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업을 미전도적 상황으로 몰고 가셨음을’ 53)느끼고  있 
는 용감한 사업가들 을 위한  많은 훈련 기준들이 있다 장기간 선교사였던 사람들에게는 심오한 영적 탐‘ ’ . 
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 의한 성공하는 비즈니스 코칭이 필요하다 사업가들을 위해 요구되는 . 
훈련의 초기 목록들에는 개인의 재정적 자유 코스와‘ Personal Financial Freedom’ 54) 세계관, the World 

코스 Perspectives 55)등이 있는데 이 코스들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영적  
역동성을  이해하도록 또  그 속에 연루된 영적 전쟁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 있는 뱀어, . 
들에게 실현가능한 비즈니스와 실천 가능한 사역을 연구하라고 요구한다.

목회적 돌봄과 책임 구조(d)  
책임 시스템은 비즈니스와 지역 그리고 개인적 성장과 개발 목적을 위한 비즈니스와 재정적 목적     , 

을 제기해야만 한다 이는 각각의 다른 지역에서 . BAM 시작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려는 다른 사람들 혹 
은 기관들에게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회는 재정 비지니스 결정을 감독해야만 한다 대사명 진. / . 
행자 A Great Commission Coordinator 혹은 영적 감독관들은 회사의 대사명 목적을 감독해야만 한다 선(GCC) . 
교단체는 그 영역 대사명 목적 을 감독할 뿐 아니라 직원의 개인적 성장과 개발 목표를 감독하며 도울 ( ) ,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상당한 중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
목회적 돌봄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목회적 돌봄은 비즈니스 자체의 리더십 구조 밖에서      .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들 사이의 자원 분배는 좋은 전략이다.  . 

우리 선교 단체는 전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상담 팀을 운영한다 이 팀들은 목회적 돌봄 훈련 예방 . , (
상담 위기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상담 을 위해 뱀어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선교 공동체에서도 활동할 ), , 
수 있다.  

직원 고용과 자원(e) 
     BAM 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을 방출할지 또  이 지원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 
한  현실적인 평가가 있어야만 한다 왕국 비즈니스가 다른 사역 활동들과 매우 밀접하게 작동되는 곳. 
에 자원들과 직원 근무시간 편의 시설 등등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 것에 대한 협정 일치 이 있어야( , ) ( )
만 한다 어떤 재정 자원이 어떤 단체에 할당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보통 . . 
법률적 도움이 요구된다.   

나는 전 세계적으로 수 많은 조직의 본사에서 사역하였으며 하나의 컨셉으로서의  을 적극적으로 옹, BAM
호해 왔다 내가 비즈니스가 통전적인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한  촉매가 될 가능성을 남들과 이야기 할 때 나.  
는 보통 본사 직원들의 열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사 사람들은 항상 바쁘다 그들은 일이 더 . . 
많아질 낌새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의심하고 두려워했다 우리들이 당면한 큰 도전은 그들이 원칙.   
적으로는 지지하는 전략을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실행자들을 찾는 것이다.

53) 미전도 종족의 지역에서 왕국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 역자 주 , - 
54) 어얼 피츠  경제적 자유와 다른 자원들과  걸어가기Earl Pitts, ,  www.wealthrichesmoney.org을 보라 

55) 세계 크리스천 운동의 전망 보다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을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 ed. , ( www. perspectives.org 
보라 잠재적인 뱀어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연구와 사역이 가능한 연구를 하라고 요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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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의 예
크리스천 선교 공동체(a) Chris tian Missionary Fellowship (CMF) International

인터내셔날은     CMF  BAM을 종합적인 선교 전략으로 추가한 선교 기관이다 이들은 독립기관이지만. , 
연결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비영리 영역 내에서 영리 벤처를 운영하기 위해 조세 문제에 . 
대해 법적인 연구를 한 후 비즈니스에  투자하여 미전도 종족 집단 거주지에  직원을 파견했다 또한  . 
BAM 을 담당할 직원을 뽑고 훈련시켜 책임감을 부여하고 목회적 돌봄 등을 제공했다 시작 자금은 벤 , . 
처 자본가와 선교 목적을 보고 자금을 기부하기 원하는 교회들이 제공했다 재정적 안정은 성공을 위. 
한 핵심 요소이다 두 개의 비즈니스가 이미 이윤을 창출했다 이익을 사역활동과 관련시킬 수 있는 . . 
잉여 이익에 관한 정책을 수립했다 각 벤처들에는  비즈니스 계획만큼 중요한 문화 관련 사역 계획‘ ’ . , 
이 있다.

에 대한 보다 충분한 사례 연구를 위해서는 부록 를 보라     CMF E

(b) J Organisation
는 미전도 지역에 거주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닌 토착 선교사들을 모집하여 그들     J. Organisation 

에게 소규모 비즈니스 훈련을 제공했다 그들은 시장 주도 개념과 기업에 대한 성경적 기초들에 초점.  
을 두었다 그들은 현지 선교사들이 융자를 받아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도록 도왔다 그 목적은 언. . 
제나 지역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돕는 것이다 는 지역 프로그램을 .  J. Organisation
감독하는 현장의 대리인들과 파트너를 이루어 활동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교회들이 . 
비즈니스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기 팀과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는  북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는 열정을 갖고 있는 전직 에디오피아 정     
통교회 목회자의 예이다 그 지역에는 현재 선교 활동들이 거의 없다 이들 교회 개척자들은 국제 선교 . . 
단체의 영적 권위에 감독을 받으며 사역한다 그들은 왕국 전략의 일부로 성경 이야기 말하기 훈련을   . 
받는다 그들은 주로 물 펌프를 사용하는 소규모 회사들을 시작했다 그들은 다른 마을들을 여행하면. . 
서 펌프를 이용하여 강에서 물을 끌어다 농부의 밭에 물을 댄다 이 서비스에는 요금이 부과된다 이 . . 
비즈니스 활동은 복음에 문을 열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형성의 기회를 만들었다, . 
각 교회 개척자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네 개의 마을을 방문한다 이 일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개     . 

인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각자 맡은 마을의 소그룹 신자들, 
을 격려할 수 있다 이들 중 한 그룹은 전부가 다  고객이다. “ ” .

쿠조코 게임 리저브 (c) Kuzoko Game Reserve
쿠조코       Kuzoko 는 남아프리카의 동 케이프 주 ( ) 州 Eastern Cape Province의 불루 크래인 자치 지역에 있는 대

표적인 비즈니스 투자 회사이다 이 회사는 그 나라에서 가장 빈곤한 구역 중 하나로서 가 실업자.  87% 
이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율이 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높은 실업을 고려하여 다른 경제 활20% . 
동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초기 투자 전략을 세웠다 게임 리저브.  The game reserve (사냥 금지 구역 역자 주는 - )
임시직이 아닌  백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되었다 쿠조코 게임 러저브 경영진은 직원들을 . 
격려하여 자신들의 기업을 세우게 하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중 하나가 담장치는 회사로서 명을 . 70
고용하고 있다 쿠조코 게임 러저브 경영 회사는 새로운  회사가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고 자본을 확. 
보하며 계약 협상 하는 것을 도와 왔다 일자리 창출은 그 지역의 실업과 빈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다.

고용주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에 사역자들을 초대하여      
선교와 교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한다 그들은 직원들을 격려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지만 강. , 
제나  차별대우는 없다 쿠조코가 선교를 도울 때 쿠조코를 통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 결과는 . . 
거의 의 고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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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미래를 향하여 4 : 

전략적 제안들8.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

개관
우리는 성령께서 비즈니스 공동체를 일깨우고 회복시키셔서 그 기술과 자원들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년 로잔 포럼이 강력히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통전적 . 2004
변화로서의 선교mission as holistic transformation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변화를 추구하고 왕국에 집중하는 비. 
즈니스 Transformational, kingdom focused business는 선교의 일부이다 이 운동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또 예수님의 . 
인도하심에  따르기 위하여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먼저 우리는 전략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 기도하며 숙고해야 할 일반영역들을  정해야 한다 뒤이어      , .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과 그리스도의 몸의 핵심 부분이 취해야 할 행동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전을 전하고 동원하라(a) , .
왕국 건설 자원으로서의 비즈니스의 개념과 그 전략적 특성은 아직까지 상당히 새로우며 때론 많     , 

은 사람에게 낯설기까지 하다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비즈니스와 수. 6 ,  
많은  동원 수단들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비전을 부여할 필요가 시급하다.

자본을 의미 있게 방출하라(b) .
성공적으로    BAM 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적절한 자본이 필요하다, .  BAM 운

동에서 요구하는 바와 목표로 삼은 지역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부를 방출하고 적

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버레이지의 틀“ ”56)이 필요하다 이것은 벤처 자금과 무역 은행 그리고 . , 
다른 관련 비즈니스 기술이 함께 묶여져야 할 것이다 이 영역에서 경험과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 
명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BAM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초국적 기업. trans-national corporations과 정부 

대리 기관들의 기술 및 자원과 네트워크의 사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사람과 자본을 잘 연결하라(c) . 
크리스천 비즈니스 공동체의 그 어디에나 사람과 자본이 존재한다 이 자원들을 동원하는 일이 첫      ‘ ’ . 

번째 단계이다 하지만 많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 BAM 기회들이  올바른 커넥션을 형성하지 못해서 어

려움에 직면해 왔다 사람과 자본을 연결 하는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여.  . 
기에는 사람과 자원들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원과 신뢰 기반과 더불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 . 
새로운 또는 기존의 왕국 비즈니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멘토들이 절실하다 적절     , . 

한 경험과 네트워크 지적 자본과 기술을 소유한 이들은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멘토링 모델의 개발을 ,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능력 배양(d) 
일단 사람과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결하기 시작하면 우리     , 

는 그것들을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파, , ?  
송 끝 무렵에 우리는 사람들을 수용해 훈련시킬 능력을 갖고 있는가 현장에서 이런 전략들을 받아들, ? 

56) 리버레이지 leverage는 ‘상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또는 차입금 등 타인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

이는 것 을 의미하고’ , 리버레이지의 틀 framework of leverage이란 상황 변화에 대한 민감도 또는 차입금 등 타인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말한다 역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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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통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가? 
우리에게 사람과 돈을 효과적으로 다루며 전략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실체들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문화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고 파송과 사역 현장 사이에. , , 
그리고 비즈니스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선교 문화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지적 자본 확보(e) 
행동과 더불어 진지한 성찰을 위해서는 관련된 전략 뿐 아니라 올바른 신학과 연구가 필요하다 현     . 

장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과 운영에 관련된 일과 비즈니스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선. 
교 역사로부터의 교훈57)과  또 변화지향적인 영향력을 가진 BAM 정신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  .

사례 연구 (f) 
지적 자본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례 연구들을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례들을 연구하고 문    . , 

서화하며 평가해야 한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말하고 실무 성공담을 나누며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 , 
은  전략적 활동의 다른 모든 영역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최첨단 비즈니스 정신과 기업에 대한 부. 
문별 구체적 사례 연구를 꾸준히 문서화할 수 있는 이 왕국 비즈니스 분야에 헌신이 필요하다 이는 적. 
절한 평가 메카니즘에 의한 면밀한 관찰 및 분석과 적용을 통해서 운영해야 한다. 

거시적 수준의 생각(g) 
우리는 사회의 경제 시스템과 구조에 근본적이며 통전적인 변화를 주기 원한다 세계화의 실체는      . 

열방과 문화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으로서 우리는 거시적 수준에서 비즈니스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왕국 비즈니스로 무장하여 능력을 불어 넣어주는 전략     
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이머징 마켓과 세계적 추세를 참작해야 한다 신생 기회를 기화. . (奇

로 삼으면 왕국 비즈니스가 속도와 산업 표준을 정하고 시장의 리더로서 세계적 수준에서 상당한 ) , 貨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오를 가능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 등장하.  , 

57) 켄 엘드레드는 비즈니스 선교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비즈니스와 선교 사역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들은 무궁무진하다 몇 가지 사예와 구조들을 그 모델로 삼을 수 있  1- . 

다.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는 효과적이며 교회를 부흥하게 한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주님을 영  2- . 
접했다.

선교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비즈니스는 효과와 수익 면에서 만족할 만하다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설립한 회사는 선교사들에  3- . 

게 생계 수단을 제공해 주었고 때로는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기도 했다.

사업이 성공하다 보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정해 둔 우선순위가 뒤바뀔 위험이 있다 선교지로 나간 직업인 선교사들과   4- . 
그들이 세운 회사들이 본래의 선교 사명을 저버렸던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전문기술 사업기술과 함께 재정적인 필요도 있다 바젤 선교회 무역 회사가 남긴 교훈은 비즈니스 선교에 성공하려면 인  5- , . 

력 자원과 함께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력 투자이다. .

사기업의 발전과 개인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는 사유재산권이다 하와이 역사에서 보듯이 사유재산권이 법적으  6- . 
로 보장될 때 비로소 비즈니스가 성립되고 발전할 수 있다.

현지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지 교회가 영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하며 비즈니스 운영에 책임을 다할 때 장기적인 성  7- 

공이 가능하다 현지 기업과 경영인들에게 비즈니스 기술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회사의 경영자들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확성기이며 그 나라의 경제 활동을 개혁하는 주  8- 

도자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자본을 형성하고 올바르지 못한 현지 문화를 개건하는 데 개발의 초점  9- 

을 맞추어야 한다.
과거의 비즈니스 선교는 성경적 가치관을 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는 개념이 희박했다 그래서 선교국의 영적 자 10-  . 

본을 형성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성경적으로 바꾸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비. 

즈니스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먼저 문화가 개혁되어야 한다. .  

비즈니스 미션 역자 주                                                                       ( . 156~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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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슈들에는 인간과 지적 자본의 이동 기술 이전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아웃 소싱 등이 있다, ,  . 
물과 에너지와 같은 중요한 자연자원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변화에 전 세계가 연루되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고려를 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다. 

전략적 동맹 구축 (h) 
비즈니스에서 항상 효과적인 개입점      leverage points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와 선교 기관들과 일터 사역자들이 .  BAM을 탐구한다 필요를 느끼는 곳에서 가치와 목. 
적을 공유하는 다른 단체들과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 얻게 되는 이점을 탐, ,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비즈니스와 정치 교육 보건 그 외 관련 영역들 간에 서로 훈련을 주고받는 파트너십을 가질 필    , , , 
요가 있다 지방 국가 지역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쉽. , , , 
과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례와 같이.  , 
지역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으로 정부를 끌어 들이는 것이 포함된다. 

자문위원회 행사들과  촉진자들(i) , 
     BAM에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기 위하여 사람들은 촉진자로 봉사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인 , , . 
또 국가적인 BAM 자문과 촉진자들 그리고 무장 이벤트 equipping events 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금이 이 . 
것들  보다 더 필요하다.

성도들은 자연스런 행동의 발로로 교회 일 에 몰두하는 것을 그만두고 전통적 전도 목회 혹은 선교 사“ ' ' ,  , , 
역에 들인 동일한 열심으로 농장일 산업 법률 공부 은행일 저널리즘 등의 거룩한 명령을 받아들여야만 , , , , 
한다.”  달라스 윌라드 제자도의 영   .  

구체적인 제안들

전 세계 교회에게(a) 
교회는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원들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성령이 비즈니스의 역할     , 

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전략들을 추천한다. .

각 대륙의 모든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다음과 관련해  믿음과 행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1.  . 
성속의 이분법적 세계관      - -
목회자평신도 개념과 분리      - - .

비즈니스의 역할을 교회 속에 긍정적으로 회복시키는 성경적인 통전적 세계관을 발전시켜야 한다2. .
사업가들을 인정하고 무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직업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비즈니스  공동3. , , 

체를 형성하고 편성해야 한다.  
로잔의 왕국 비즈니스와 크리스천 사업가들에 대한4.  BAM 선언 장을 보라 역자 주을 승인하고 장려한다 (9 - ) .
실천적 제안 이 보고서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사용하여     : BAM에 관한 설교를 한 두 번 하라.

기독 실업인들에게(b) 
본질적으로 비즈니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활동이다 또한 비즈니스는 대사명과 대계     . 

명을 성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들이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을 추천한다. .

비즈니스의 직업적 소명을 인정하라 어떻게 비즈니스 업무와 이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이며 선한 1. . 
것이 될 수 있는지 그 신학적 기반을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발견하라 재정적 수익2. . financial returns뿐만 아니라 왕국 수

익kingdom returns58)을 확인하도록 노력하라 지역 경제와 환경에 대한 비즈니스와 영향력을 확인하라 비즈니. . 
스가 어떻게 지역 교회와 일반 교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가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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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영적 영향의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선명한 책임감과 지원 체제를 수립3. , , 
하라.
멘토로서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을 파악하고 리더쉽을 개발 할 수 있는 관계들을 확인하라4. , .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무장시켜 비즈니스를 하게 하신다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해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의 듣지 못한 곳이거나 또는 가장 가난하고 빈곤1. ? , 
한 공동체나 국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닐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즈니스를 통해 또 비즈2. ? , 
니스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을까 나는 비즈니스 계획뿐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 
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갖고 있는가 누군가를 비즈니스의 왕국 감사관? " kingdom auditor 으로 초빙해야”
만 하는가?

조국과 타국의 사람들에게  멘토로서 섬길 수 있을까3. ?
나는4.  BAM의 비전을 가진 다른 크리스천 사업가와 동맹할 수 있는가, ?
실천적인 제안 이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방에서 적절한 책들과 웹 사이트를 찾아 이러한 이슈들을  조사하   : 

는데 도움을 받으라

일터 사역자와 시장 사역자들에게(c) 
세상에는 많은 일터       workplace 혹은 시장( marketplace 조직들과 사역자들이 있다 이것들은 각각 다른 목) . 

적과 행동지침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그룹들에게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 

1. 과BAM 변화를 추진하는 비즈니스에 관해 배우고 기도하면서  BAM을 그들의 사역에 받아들이고 포함시킬 

지 숙고한다.
교회든 선교단체든 혹은 일터 사역자들이든 간에2. , , BAM과 관련하여 사역하는 다른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으

라.
국가적 지역적 3. , BAM 자문위원회를 지원하고 후원하며 협력하고 배우라.
당신의 후원자들이4.  BAM 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라  .
실제적인 조언  당신의 모임 중에 프로그램으로     :  BAM 을 포함시켜라 !

선교 단체와  집행부에게(d) 
선교단체들은 핵심 파트너이며 왕국 비즈니스 사역에 종사하기 위한 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     , 

다.

장 단기 직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현재와 미래의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 왕국 비즈니스의 관점을 1. , 
발전시켜라.

구체적인 기업들과 그들의 왕국 영향력에 대한 조사와 사례 연구를  격려하고 돕는다2. .
공동의 목적을 추진하고 자원을 풀어 놓기 위해 선교단체와 비즈니스 간에 협력을 이룬다3. . 
교회를 통하여 사업가들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비즈니스 기술이 있는 이들을 위해  폭 넓고 4. , 

보다 효과적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라.
조직 속에서 장기적인 5.  BAM 전략들을 발전시켜라 여기에는  . BAM 활동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감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적 조언 당신의 뉴스레터 잡지 웹 사이트 등에    :  ,  , BAM에 관한 글을 써라.

크리스천 훈련 기관에게 (e) 
선교의 외양이 변화하고 있고 기독교 훈련 기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어 들고 잇다는 것을 언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 제안들은  바이블 칼리지 신학교 기독대학 그리고 다른 크리스천 학습 . . , 

58)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역자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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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왕국 비즈니스 관점에 대한 강좌를 현재와 미래의 단장기 학습 프로그램에 포함시켜라1. - .
항목의 제안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들과 그들의 왕국 영향력에 대한  조사와 사례 연구를 2. 1 , 

도우며 격려한다.
성경적으로 통합된 통전적 세계관3.  a biblically integrated holistic worldview을 아우르는 강좌를 개발하고 실행하라. 

BAM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라 이 강좌들은 다른 학술 단체에 속한 나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  MBA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왕국에 초점을 둔 회사들과의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연계 학습으로 이 회사들 간의  연합을 장려한4. , 

다.
왕국 비즈니스 동창생 네트워크 왕국에 초점을 둔 비즈니스 자금 후원자 그리고 벤처 자금 네트워크를 조5. , , 

성한다.
실제적인 조언 일일 : BAM세미나를 개최하라 더 많은 조언을 위해서는 자료방을 보라 . .

크리스천 미디어에게(f)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출현은 왕국 비즈니스 창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운영하     . 

기 위하여 아래의 행동들을 추천 한다:

구체적인 예로 변형 비즈니스를 알리는 데 도움을 주는 사례 연구 논문 정기 특집 칼럼과 같은 자료들과 1. , ,  
BAM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미디어 사용이 용이하도록 돕는다.  
왕국 비즈니스 훈련 개발 그리고 안내를 위해 멀티미디어와 온 라인 기술을 이용하라2.  , , .
민감하고 위험이 따르는 이슈들을 참작하여 미디어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비즈니스와 미디어 간에 3. 

보다 긴밀한 사역 관계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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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9. BAM 
로잔 포럼 2004 BAM 이슈 그룹은  일과 비즈니스 교회와 선교에서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역할,# ,#
그리고 세상의 필요와 비즈니스의 가능한 응답 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주제들을 제기하

느라 일 년 동안 일했다 우리 그룹은 각 대륙에서 모인 명 이상으로 구성되었고 대부분이 비즈니.# 70# ,#
스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교회와 선교회의 리더와 교육자들 신학자 변호사 그리고 연구원들,# ,# ,# ,#
도 있었다 이 공동연구 과정에는 개의 문서들 개의 사례 연구들 몇 개의 국가적 지역적 규모.# 60# ,#25# ,# # ,#
의 자문기관 이메일 토론이 포함되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토론하고 일했던 일주일 BAM## ,# ,##
동안 절정에 달했었다 우리의 결과 몇 개를 소개한다.## .

확 언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은 창조적 존재의         * ( ) 
능력을 소유하여 자신들과 타인들을 위해 선한 일을 비즈니스를 포함하여 창조할 수 있음을         , ) 
우리는 믿는다     .
지속적이며 일관적으로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 , 
나라의 규칙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발자국을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 .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의      *
실제적인 영적 육체적 필요들을 채워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 .
하나님께서는 사업가들을 불러 무장시켜 그들의 사업의 영역에서 그리고 사업을 통하여 하나     * , ( ) 
님의 나라를 차별화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
복음에는 개인들과 공동체들 그리고 사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 .  
그러므로 비즈니스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은 비즈니스를 통해 이 전적인 변화의 한 부분이 되어야      
만 한다    .
예수님의 이름을 거의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가난과 실업이 만연해 있다는 사     *
실을 우리는 인정하다    .
우리는 비즈니스 개발의 절박한 필요와 중요성을 인정하나 그것은 단지 비즈니스 자체를 위한   *
것이 아니라 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목적과 영향을 가진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BAM . 

가지 기본 영역인 영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변화를 목적으로 전 세계적인 일자리     *4 , , , , 
창출과 비즈니스 양산의 필요성을 우리는 인정한다    .
비즈니스의 영역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해 세상의 필요를 해결하여 일터와 그 이상의 곳에 하나     * 

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크리스천 비즈니스 공동체에 있는 거대하며 풍부한 미개척 자원     , , 
들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

추 천 
우리는 세계 교회에 명하여 사업가들과 기업가들에게  세상 속에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 , 
땅 끝까지에 이르러 사업가로서 자신들의 은사와 직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  
고 확언해주며 기도하며 사명감을 고취시켜 파송해야 한다, , , . 
우리는 전 세계  사업가들에게 명하여 이 확언을 받아들이고,  BAM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영적이고 

육체적인 절박한 필요들을 해결하는데 자신들의 은사와 경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성찰하도록 
해야 한다.

결  론 
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BAM  AMDG - ad maiorem Dei gloriam -

하나님의 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이다‘ ’ . for the greater glory of God

Business as Mission Issue Group
Octob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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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과제와 절차B. 

포럼 개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장 어려운 지역적 세계적인 선교 이슈들을 제시하는 데 사용하도록 유례없는     , 
세계적 차원의 연구를 통해 선교의 경향과 필요를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전

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포럼 는 로잔 세계 선교 위원회에 의해 개최되었다 로잔 세계 선교 위원2004 . 
회에서 각각의 이슈 그룹에 보낸 개요서는 할당된 이슈들에 대한 잘 연구된 충실한 논문으로 만들어

져 포럼에서 발제되고 이후에 로잔 정규 논문으로 출판될 것이다, . 

이 보고서는 토픽에 관련된 질문들을 밝히고 이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계 전도의 장애들과 . , 
돌파구들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슈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고려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다른 이들을 그 이슈와 이에 응답하는 방법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최고의 사례 연. 
구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고들을 포용하여 행동. , , 
하도록 교회를 고무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슈 그룹의 목적BAM Purpose과 목표들 Objectives 
     BAM 이슈 그룹은   BAM과 관련해 그들의 주된 목적과 우선적 목표를 밝히는 것을 최우선의 임무로 

맡았다.

목 적

     BAM 전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킴으로써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와 도 
전들 장애들을 살피고 다각적 검토와 발견을 통해 이러한 기회와 도전에 응하는 방식에 대한 전략적 , , 
충고를 전 세계 교회에 주기 위함이다. 

목 표 1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피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통전적 선교와 관련 있는 청지기직     , , 

일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개발하라. 

목 표 2
비즈니스를 통하여 사회 속에서 전략적인 차이를 만들어 온 특히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     , 

람들의 삶에 영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본 기독교인들의 예에서 배우라, .

목 표 3 
크리스천 비즈니스 공동체를 조직하여      BAM의 비전을 부여하고 그들의 소명을 확인해 주고 선교 현

장에서 그들 사역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관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라.  

목 표 4
기존의 선교 방식과 발전 패러다임 그리고 실무에 대한       , BAM의 잠재적 영향력과 그 의미를 조사하

라 신학적이고 운영가능하게. .....

목 표 5
국가적 지방적 세계적       , , BAM 네트워크와  그 창시자들을 찾아내고 출판 자료들 훈련 프로그램 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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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웹을 기본으로 하는 자료들을 포함한   유용 가능한 자료들의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하여 그들을 

지원하라. 

활동 그룹은 각각의 목표들을 맡아 처리하기 위해 한 개 또는 두 개의 활동 그룹에 헌신하고 있는      , 
각 이슈그룹의 멤버들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목표 사안에 대한 다양하고 중대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 
과 보고서 작성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메일 상으로 이루어 졌다 년 월 포럼이 시작되기 전에. 2004 9 , 
소집팀은 사전 작업의 개요에 근거한 초안을 준비했다 포럼 기간 동안 이슈 그룹의 대부분의 멤버들. 
이 함께 모여 미래를 위한 전략적 계획뿐만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대화와 더 나아가 편집 작업을 하였

다 그러므로 이 보고의 저작권은 부록 에 올려진 . A BAM 이슈 그룹의 모든 공헌자들에게 있다 하지만  . 
최종 편집은 소집팀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팀이 최종본에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실수나 누락에 대해서 ,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슈 그룹BAM 
소집팀

소집자Mats Tunehag, 
공동 소집자Wayne McGee, 
촉진자Josie Pl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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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사례 연구 C.  

BA Company
년 싱가포르 전문 선교사였던 존    1991 ,  John은 한 지방 크리스천 사업가를 상담하게 되었다 이 사업가. 

는 수석 컨설턴트로서 계속 일하면서 돈을 벌고 존은 그 돈은 쓸 수 있었다 대단한 무엇인가가 더 있, .  
을 것을 감지한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으로 믿는 컨설팅업과 다른 비즈니스를 소유하기 위

하여 유한회사로서 를 시작했다 존은 가 의로우며 구속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께 헌신한 왕국의 BA . BA , 
원칙에 따라 경영되는 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
존은 말한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자신들의 성격적인 결점     . “

들이 노출되는 곳인 일터에서 제자를 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지. 
만 일터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 윤리적인 도전에 대해 모범적으로 반, , ( , )  
응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기 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 . 
알맞은 사람에게 어장 관리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는 단지 실제적인 기술. 
뿐 아니라 품성과 윤리적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는 현재 남동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다 거의 전도가 안 된 남동아시아      BAX , . . (
국가에 있는 는 년 싱가폴에서 초기 자금을 받아 투자회사로 설립되었다 후에 수출입 회) BAX 1995 BA . 
사가 추가되었다 이 회사들은 현재 몇 개국에서 온 수많은 국외거주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비즈니스 . . 
활동들은 농촌 수공예 타일 제작 그리고 바느질 프로젝트 예술과 디자인 스튜디오 전직 창녀들을 고, ; ; 
용한 커피 숍 무단 거주 지역에서 온 젊은이들을 고용한  금속 기술 비즈니스와 웹 사이트 디자인 비;  
즈니스 등이다 의류 검사와 야자 설탕 수출도 심사 중이다 각 프로젝트는 그 자체의 이론적 근거가 . . 
있다 일부는 소규모이고 반복적이며 마을을 기반으로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다 이. , ,  , . 
것을 통해 설교 장소가 정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었다 의 다른 . BA
회사들은 매우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을 위한 관심을 가져 회사 중 일부는  소규모 비즈니스 자금 대,  
출을 하고 있다 는 현재 국가의 미래를 손에 쥔  보다 더 교육을 받은 도시인들을 고용하려는 프로. BA
젝트를 개발 중이다.

는 지역 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여개의 국가적 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역의      BAX NGO 150 NGO , 
한 부분이 되었다 는  어린이 집과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통합시켰다.  BAX . 

년 이후부터 의 대표사무실은 크지만 덜 개방된 국가들에서 사역 플래트 홈을 제공해오고      1995 BAX
있다 이 사역 플래트 홈은 언어 번역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의 차적 목표는 국가의 젊은이들을 . , 1
제자화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식당이 세워져 다양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는 . . BA
이들 비즈니스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현장 비즈니스의 근원적인 가치는 구속의 목적을 가진 의로운 비즈니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  

고용을 통해 독립성 긍지 그리고  제자도를 제공하며 또 외국인 전문가들과 지역 교회의 리더들에게 , , 
합법적 신분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역들에 연루된 사람들은 의 소유주가 주님이라고 생각한다 공평한 소유자들은 자신     ( ) BA . 
들은 단지 청지기로서 행하고 있을 뿐이며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선언서에 사인을 한다 비즈니스. 
와 대사명 에 대한 감독은 분리되어 있다 대사명 감독은 이사회 소속이지만 최소한의 기능만을 (GC) . , 
한다.

제국을 건설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들은 대기업으로 가는 접근법을 피했다 회사들은 서로 관련      BA . . 
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연관은 없다 섬기는 리더십 영적 권위와 친교를 통해 감독이 이루지고 . , 
있다 그들은 라는 이름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비즈니스가 선교대상 . BA . BA 
민족들 가운데 자생적인 운동을 파생시키길 기도한다 비즈니스 지역 들 교회들 혹은  새로운 .  , NGO , .... 
BAM 운동이 가능할 것이다..
존은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에는 흥미가 없다 그는 말한다 나무를 베기 위해  우리는 날카로     . . “

운 도끼든 휴대용 동력 사슬톱 ( )動力 이든 간에 가장 유용한 도구를 사용 합니다 세계 전도를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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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도구는 비즈니스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곧 발견하게 된 사실은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대. 
화의 시작이라는 것이며 어디서나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화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 ’ ! 
우리의 복음은 너무도 강력해서 전통적 개념의 선교 교회 건물과 활동들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

싱가폴은 미화 불로 세계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을 세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이      BA 200,000 .  
알고 있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을 시작하게 하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 BAM .  
프로젝트들은  대사명의 감독을 받으며 선진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위한  단기 창업을 지원한다.        
존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회사들은 가까스로 이익을 남겨 왔으며     . “ , 

이 회사를 세웠던 현장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업 환경 속에 있는 다른 많은 사업 활동 또한 훌륭하지 .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의 범위가 후원 기금 없이 또는 후원에 의지하지 않고 확립되었다는 . 
것입니다."

클리니카 비블리카 Clinica Biblica 건강 관리 비즈니스 치유 사역: ; 59)

59) 선교와 관련된 경제 활동 중에서 가장 흔하며 북 콜롬비아 교회의 프로젝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 사, 
업이다 이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수익을 생산하는 역량을 지녔다 이러한 사업은 대게 의료와 양. . (
실의 식품 사업을 통한 역자 주 건강증진 교육향상 캠프 프로그램 라디오방송국과 같은 특정한 요구에 대응하기 - ) , , , 
위한 교회의 프로젝트로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로 제공 되어진 것들은 대게 그 가치를 소멸하. , 
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권리 또는 자격으로 변모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비스 비즈니스의 경우 지불할 여력이 . , 
되는 고객에게는 상업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이중적인 요금제를 운영하게 되고 이는 선교사들이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에게 서비스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선교 서비스 사업 (Ministry Service Businesses) 
크리스천 클리닉 치과 학교 그리고 서점과 같이 교회에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급자족하는 사업으로 발전     , , , 
된 형태이다 코스타리카에 있는 병원과 같이 이러한 형태의 프로젝트들은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지닌 사업으로 성장. 
해왔다 콜롬비아에 위치한 카타르제나. Cartagena의 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Colegio Latino Americano
곳인데 이 학교는 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선교사들과 발전된 국가적 리더쉽으로 인, 800 . 
해 시작되었고 이는 지역교회의 리더들에서 선출되어 이루어진 국가 위원회에 의해 지난 수 십 년간 경영되었다, . 

국제적인 선교와 연계되어 발전해 온 또 다른 형태의 경제 기업은 바로 기부기업이며 이는 오로지 지역 선교 프로       
그램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발전해 온 상업적인 활동을 담당한다 기부의 개념은 서양의 기독교 교육기관에서는 .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된다 해외. 
의 교육기관들 또한 재정적인 지속성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재단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더 열악해지는 국가 인구 . 
때문에 지역적으로 스스로 재정적 지원을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신학교는 봉급을 적게 받는 목사에게 충. , 
분하게 급료를 줄 수 없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는 기증자 감소현상을 대면하게 되었다 적은 수의 기증자들만이 아이. . 
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헌신하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해외 선교들은 오로지 선교만을 위. 
한 기금을조성하기 위해 조직된 획기적인 비즈니스를 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완전하게 분리된 단위로서 관리된다, . 

선교 기부 사업 (Ministry Endowment Enterprises) -
현장에서 일하는 기독교 선교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재단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랜자 로불레알토     . , 
Granja Roblealto 는 코스타리카에서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닭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다 그러나 이 농장은 어린이 90 , . 
선교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수천만 달러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 지역의 크리스천 보육기관과 여. 
타의 다른 어린이 선교 집단을 위해 쓰인다 장기적으로 대안적 지원을 하려는 기업가들의 기부는 이 프로젝트를 시. 
작하게 된 초석이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기업의 또 다른 형태로는 페루에 위치한 리마 성서연합  이 있다    (Scripture Union of Lima) .  
이 조직은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도시 내부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의 택시 보급 에 대의 오토바이 보급 나룻배 제과 목공소 신발공장 실크로 제작된 티셔츠 사업     - 20 , inquitos 65 , , , , , , 
수도 정화 발전소 수공예품 수출이 모든 상업의총 수입은 거의 년에 만 달러에 달하며 이것은 그들의 선교 비용, 1 40
의대부분을 차지한다. 

기부 차원의 접근은 텐트 메이킹 사업과도 관련되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부터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라틴아메리카의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활동으로부터 상. 
당한 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비자 허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혁신적인 국제적 비, '
즈니스의 개념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텐트 메이킹 사업은 기술력 또는 시장의 차원에서 상당한 이익을 선' . 
보일 만한 비즈니스 컨셉을 필요로 하며 이 사업은 단순히 다른 한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플랫폼의 역할만을 맡는 것, 
이 아니다 이러한 기업활동의 또 다른 이점은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성직자가 함께 마주할 사회적인 명분을 제공. 
한다는 것이다. 

텐트 메이킹 사업 (Tent Making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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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들을 위한 법적 근거 재정적 지원 그리고 선교적인 명분을 마련해 주는 것 예를 들어 한 멕시칸 가정      , , . , 
이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곳에서 소매 상점을 차렸고 그 상점은 그들에게 . , , 
월 수입을 가져다 주며 동시에 선교의 명분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한 집단에서는 사람들에게 도자기공예 또. 
는 레스토랑 비즈니스와 같은 특별 훈련시킨 후 해외로 파견하기도 한다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 기금 마련 기술 제. , , 
품 공급 또한 해외 커넥션 이러한 모든 비즈니스의 컨셉은 해외에 있는 선교컨설턴트를 포함한다, , , . 

경제적인 글로벌화의 결과로서 가난한 다수의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서 개발도상국들의 교회 역시 점점 이      
들을 둘러싼 빈곤을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선교 프로그램들은 건강과 교육과 . 
관련한전통적 선교영역에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해 왔다 비즈니스 지원 개발적 접근은 임금수준을 증가시키고 교회의 . , 
멤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또는 특정 인구집단을 목표로 한 복음전도의 역할을 해왔다 비니지스 인큐베이터는 일자, . 
리 창출 또는 수입의 증가를 꾀하는 성장할 만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촉진시킨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Business Incubators)  
생산적 경제 활동의 경험 또는 그 분야에 관한 백그라운드가 없지만 수입 또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타겟 집단들      , 

을 위한 사업이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선교산업에 의해서 창출되고 참가자들이 그들 자신의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 
방법을 익힐 때까지 트레이닝 생산 세일즈 그리고 모든 자금들은 성직자들에 의해서 관리 된다카르타제나, , . Cartagena
에 있는 블라스 데 레소 Blas de Leso 교회는 헤어드레서가 되는 법과 뷰티샵을 차리는 방법을 교육시킨다 한때 멕. 
시코에서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무 조각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토틸리아를(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구은 멕시코의 얇고 둥근 떡으로 서민들의 주식이다 역자 주- )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비즈니스 활동. 
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거리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들이 일정 수준이 되면 그. 
들은 집에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며 이들에게 지급되었던 기구 장비들의 값이 회수된다 이 회수금은 또 다른 창업을 , . 
위해서 쓰여진다. 

이 인큐베이터 방법은 제대로 된 비즈니스 컨셉이 부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적용되며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시장      
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들로부터 나온다. 

개발도상국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유명한 접근법 중의 하나는 소액금융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 
비즈니스의 경험이 있고 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회전식 대출 신용 공동 관리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많은 선교 조직들이 기존에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전문 대리점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더 큰 관심      
을 갖는 이유는 교회의 섬김을 받는 빈곤 인구가 대게는 이 방법 이외의 다른 어떤 소스로부터 도움 받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액 금융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많은 기독교 조직들은 교회 프로그램과의 직접적인 개입이 . 
그들의 회수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해외 교회 프로그램과의 통합을 피한다 또한 이러한 . 
대리점에서는 높은 금리를 제시하곤 한다. 

교회기반 모델들은 경제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의 선교 사이의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소액 금융을 제공      
해왔다 이 모델의 성과는 단순히 회수율과 프로젝트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경제적인 이익 복음을 모르. , 
는 자들을 향한 지역사회 봉사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액 금융 프로그램(Micro Credit Programs)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대게 약간의 경험이 있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회전식 자금대출 프로      , , 

그램으로서 이것은 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환급하기 위한 펀드를 생성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서류양식 조정. , 
대출 신청 평가 대출 지불 트레이닝의 공급 대출금 마련 그리고 재정리포트 작성을 담당할 행정적 단위 조직을 필, , , , 
요로 한다 콜롬비아에 있는 의 프로그램은 과 제휴한 목회로서 이것은 빈곤자들이 자신들. Barranquilla OPDS LAM
의 가정을 완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가족당 평균 달러의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그들 중 대350 . 
다수가 콜롬비아 시민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이다. 

위의 다섯 가지 프로그램의 생산적인 경제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경제 훈련을 필요로 한다. 
 ! 어떻게 실행가능 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축할 것인가? 
 ! 어디로부터 자금을 얻을 것인가?
 ! 소유권의 정의
 ! 경영 감독
 ! 마케팅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 )

경제 활동의 개념이 선교의 도구로서 채택된 이후에 발생하는 큰 도전은 바로 이 사업이 간단한 것인 양 사, 
소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평범화 시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시작.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조직은 경쟁력 있는 기술 수익분배의 우선성 정의 그리고 목. , 
회와 교회 기구 사이의 연계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프로젝트를 향한 기독교적인 비전을 시간이 . 
흐를수록 잘 유지하려는 자세와 함께 비평적인 시선을 갖고 사업활동과 지역사회의 선교 지역교회간의 관, , 
계를 명확히 하고 감독해야 한다. 

   이 가지 경제적 지역사회 선교 봉사 모델 ‘5 ’ 은 독자들의 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BAM Latin America 
Mission, 305-884-8400, or e-mail dbefus@lam.org 의 글  Five Types or Models of Economic Outreach  을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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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역사 구조적 개관(a) , ,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San Jose 위치한 클리니카 비블리카 병원 의료 센터 The Clinica Biblica Hospital and Medical 

Centre는 년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지역 공동체에 의료 복지와 영적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75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성장해 왔다 문자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병원 은 크리스천 사. Clinica Biblica( , )
역이 기업이 된 것으로 년 영국 선교사 부부인 해리, 1921 Harry와 수잔 스트라챈Susan Strachan에 의해  최초

로 설립되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수한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스트라챈 부부는 산호세에 도. 
착했다 그들이 마주치게 된 것은 세 명 중 한 명이 죽는 높은 유아 사망률과 굶주림 의료혜택이 절실. , 
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이었다 이 부부의 비전은 국민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 , 
것으로 확장되었다. 

년 월부터 문을 연 클리니카 비블리카는 코스타리카 국민들에게 인종과 종교와 지불 능력      1920 7 ,  , , 
에 관계없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헌신했다 오늘날 처음의 층짜리 빌딩은 층짜리 병원과 층. 2 5 12 
의 사무실 복합건물과 그리고 공사가 완공되면 병원 크기에 배나 될 스퀘어 피트약 평 3 , 180,000 ( 5.000 
정도 역자 주 넓이의 증축 중인 건물의 그늘 속에 아직도 서 있다 산호세의  공식 의료 구역 중심에 - )  . 
서 있는 거대한 캠퍼스가 오늘날의 클리니카 비블리카이다.
첫날부터 이 병원이 마주치게 된 문제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많은 조직들이 직면했던 바로 그      

문제로 기하급수적인 요구와 제한된 자원의 문제였다 대부터 년대 동안 클리니카 비블리카. 1940 1950 , 
는 많은 미국인들의 관대함과 지역의 많은 전문가들의 동정심을 통해 코스타리카에서의 의료 이용도

를 확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이 병원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 인해 응급 상황에 처하거나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장 부유한 시민들을 끌어 들였다 처음으로 의사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의료비를 청. 
구할 수 있었고 이 사역은 더 이상 기부금에 크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후에 이 사실은 중요한 것으, , 
로  밝혀졌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나라에 거주하는 크리스천이건 비크리스천이건 부자나 가난한 . , , 
자나  클리니카 비블리카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최고의 병원이라고 말 할 것이다.
처음 몇 년 동안 병원 운영과 재정은 캐나다 위니펙     , Winnipeg 에서 온 의사로서 이 병원에서 년 동안   30

주임 외과의사로 봉사했던 메리 카메론 C. Marie C. Cameron 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년 그녀의 은 . 1968
퇴 결정은 겉으로 보기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락이었다 재정적 선교적 위기에 직면하여 북미의 리. , , 
더십이 내린 결정은 달 이내에 병원 문을 닫는 것이었다 그러나 향후 수십 년 동안 병원에 영향을 줄 1 .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 위기에 직면해서였다 클리니카 비블리카가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 관. “
리와 탁월한 의료 훈련이 코스타리카에게 소중한 것이어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이 병원을 위해 기

꺼이 기부하고 이 병원을 관리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답은 그렇다 였다?” ‘ ’ .
자금 모집은 작정 등을 통해 일 이내에 해결되었으며 처음으로 코스타리카 인의 소유로 교체되     30 , 

었다 년 클리니카 비블리카는 새롭게 형성된 코스타리아 의료 봉사 협회.1968 ASEMECO ( , Costa Rican 
Medical Services Association 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이사회는 주로 코스타리카 인들이) . 
었으며 이 이사회가 의 결정권을 가진다 병원과  코스타리카 국민들의 의료적 영적 필요를 , ASEMECO . , 
채워주는 모든 다른 사역들은 성장하여 유지되고 있다, .

오늘 날 환자들의 대다수는 병원 정문까지 오는데 택시와  고급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지 않고 그      ,  
도시 주변 여러 마을과 슬럼가에서 오는 대중 버스를 이용한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근처 나라에서 온 난민들 주( ) state  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클리니카 비블리카로 온다 클리니카 비블리카의 정책은 매우 간단하다 시민. . 
권 혹은 재정적 능력에 관계치 않고 누구에게도 건강관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방전을 쓰고 수술을 하고 암과 싸우면서 병원은 하루 시간 문을 연다 이 왕국 사역은 의료 영     , , 24 . 

역을 넘어서까지 확장되고 있다 병원의 층은 원목의 사무실로 원목은 병원 직원들에게 성경 공부를 . 2 , 
인도하고 매일 병실을 찾아가 기도한다 또한 미장원도 있다 병원은 사람들이 병원에 머무는 동안 그, . . 
들의 모든 육체적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쓴다. 

그렇게 많은 자선사업을 하고도 어떻게 클리니카 비블리카가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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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이다 그들이 받은 의료서비스와 약물치료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한다 그들:  . 
은 최고를 원하기 때문에 댓가를 지불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지불한다 코스타. . 
리카 정부의 사회보장과에서 나오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네크워크 안의 모든 부서와 제약소 ASEMECO 
그리고 약국에서 오는 수입은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수입의 . 1/3
은 건물과 관리 비용으로 쓰이고 다른 은 의료 장비 구입에 그리고 나머지 은 가 지시, 1/3 , 1/3 ASEMECO
하고 후원하는 지역 전체에 대한 다른 의료적 혹은 사회적 활동 사역에 쓰인다 하나의 예로서 회. , 2003 
계연도에  는 미화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년 평균 년 수입은  달러였다ASEMECO 20,600,000 . 5 15,700,000 .  

가 후원하는  많은 지역 사역들에 대한 지원과 수천 명이 환자들에게 보조를 해 준 후에도 ASEMECO
의 연 수익은 불에 이른다ASEMECO 16,000,000 .

클리니카  비블리카로부터 배운 교훈들(b) 
     1.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최고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받아, 
들여 질 것이다 견디기 내기만 하면( ).
몇 년 전 새 병원 확장 기공식에서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첫 삽을 떴다 병원에서 제작한 복음서 팜     , . 

플렛이 모든 입장 테스크 마다 눈에 뛰게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명이상의 믿지 않는 의사들이 매. 100 
일 일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가 클리니카 비블리카는 최고 수준의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 ?  
때문이다 이 사례 연구는 결국 이러한 현실을 되짚어 준다 하지만 산업 부문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 .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재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문호를 개방해 준다는 이 이유만, 
으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비크리스천들을 복음적 전도적 인 크리스천 기업 환경에 편입시키는 것은 그 성과를 극 ( )
대화시킬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

놀랍게도 병원 교수들에 의해 채용된 의료 직원의 반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믿음이 고용의 결정적     , . 
인 요인은 아니다 클리니카 비블리카가 복음 전도자들만을 고용했다면 서비스의 질을 양보해야 했을 . 
것이고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성공한 의료 전문가 상당수에 대한 핵심 사역을 제외시켜야 했을 것이, 
다 가 원하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그들을  복음적인 환경에 완전히 노출시키.  ADEMESCO , 
는 것이다 이것이 그 자체로 병원의 내적 사역이다. .

지역 봉사 활동에 있어서 클리니카 비블리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로브레알또 닭 농장과 산     
호세의 어린이 사역은 열심히 일하는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 모두를 고용한다 로브레알또는 직원들. 
을 기독교 환경으로 초대하여 주중 성경공부시간과 매일 기도회 그리고 자신들의 직업을 사역으로 여

기는 수십 명의 동료들의 개인적 증거에 노출시킨다 분명히 이러한 사역들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 
데 특히 레브레알또 어린이 사역의 경우 복음적인 기독인 직원들이 기업의 사역에 꼭 필요하다는 것, , 
이다.

   조직의 모든 레벨에서 지역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들에게 리더십을   3. , 
의도적으로 이양한다.

시작부터 병원 사역에 마음을 가진 그 지역의 코스타리카 여인들은 시간을 내어 봉사하면서 특별     , 
히 외과와 산부인과 영역에서 간호사를 도우며 섬겼다 이렇게 자원하는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그들. , 
의 기술적 토대가 일천함을 분명히 인식하였기에 병원은 병원의 첫 번째 시설을 개설한 지 년이 안 , 10 
되어 보육학교를 설립했다 병원이 성장함에 따라 보육학교도 성장했다 오늘날 이 학교는 코스타리. , . 
카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클리니카 비블리카의 가장 위대한 공헌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미의 의료인 . 
수가 줄어들면서 세계의 수많은 다른 의료 선교단체들이 실패하거나 수십 년 동안 곤경에 빠졌다 병. 
원의 높은 기준에 도달하도록 교육받아 무장된 새로운 코스타리아인 간호원들의 계속적인 공급이 보, 
장되므로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기회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활동이며. , 
병원의 충분한 존재 이유가 된다.
초기에 외국인 리더십에 의존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은 코스타리카 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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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들로 하여금 그 조직 내부에서 중요한 전문가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고 또  지역 공동체 내의 ,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부탁하여 년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부담 없1968 , 
이 기업의 통제권을 요구할 수 있었다 스트라첸스 부부와 카멜론 그리고 초기의 다른 전문가들이 없. , 
었더라면 코스타리카 인들은 탁월한 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결, 
코 배울 수 없었을 것이다.

     4. 보조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보조해 주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 
만약 크리스천 기업이 보조금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도로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보     , 

조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만약 보조금의 일부라도 그 지역 사람들. 
에게서 나올 수 없다면 기업은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클리니카 비블리카의 병원비의 평가 잣, . 
대는 최고가의 건강 진료비가 늘 적정한가에 달려 있다 코스타리카의 부유층과 상류층 환자들 사이. 
에서 다른 개인 병원 보다 이 병원의 인기가 높은 것은 이 병원의 진료비가 적당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

다. 

     5. 크리스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양보하지 않고도 본래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으며 그 , , 
역도 마찬가지 이다. 

스트라챈 부부의 본래 사역은 신중하고도 지속적인 기도로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클리니카 비     75 . 
블리카의 바램은 코스타리카 지역에서 약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영적 의료적 필, , 
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이는 오늘날 까지 타협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이 그 지역 사, . 
람들만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년 병원 폐업에 대한 초기 결정의 부분적인 이유는 의료혜택을 받. 1968
을 수 없는 대부분의 코스타리카인들이 도시 외곽의 농촌과 산악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 
라서 병원은 본래 임무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유입된 재정 지원과 지역의 의료 전문가들의 연합한 리더십첫 번째       , (
이사회 덕분에  병원은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도시에 남아  도시민들의 의료적 영ASEMECO ) . , 

적 필요들을 섬김으로써 농촌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새롭게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 
일정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도시의 중심가에서 나오는 수입 없이 농촌의 의료 기업을 위한 자금 조. 
성을 시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 위기의 해 년 이후로 는 수입의 을 사회활. (1968 ) , ASEMECO 1/3
동 사역과 농촌 의료 지원과 훈련 어린이 건강 그리고 전도 사역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 , - 
모든 활동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사역 성장과 사역 표류. Mission growth and mission drift 는  
전혀 다른 것이다 보통 사역이 성장하면서  그 본래 사역이 장래에 완수되는 데 필요한 자본과 영향. , 
력을 제공하게 된다. 

     6.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심은 크리스천 기업들이 적당한 때는 언제든지 같은 목적을 지닌 다른  
기업들과 파트너가 될 것을 요구한다.

최초이자 최고의 예는  와 로브레알또 어린이 사역과의 파트너십이다 다시 말하지만 로     ASEMECO . , 
브레알또의 사명은 깨어진 가정 혹은 학대받는 상황에 있는 코스타리카의 어린이들의 영적이며 육체

적인 필요를 섬기는 것이다 완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상당한 액수의 후원자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지. 
만 로브레알또의 수입의 대부분은 같은 이름 로브레알또 의 암탉 부화 사업의 이익금에서 얻고 있다, ( ) . 
이 사업은 알 낳는 닭에 대한 코스타리카인들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어떻게 이들 두 개의 크리85% .  
스천 사역비즈니스 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ministry-business ?

클리니카 비블리카는 그들의 의료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 로브레알또 어린이들의 의료적 필요를 해     
결해 주며 이러한 협력이 없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아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혜택을 주고 있다 로, . 
브레알또는 어린이들의 의료와 영양상의 필요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서 그 사역을 보다 더 완

전히 성취할 수 있다 이 두 조직이 협력 관계를 그만두면 클리니카 비블리카의 사역의 넓이와 로블레. , 
알또 사역의 깊이를 상당부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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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클리니카 비블리카 보고서에서 발견되는 성경적 원리들은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과 동     

일하다 그들은 현대의 세속적 사회와 정부를 전적으로 포옹하면서 국민들의 매우 실제적이고 의료. , , 
적인 필요들을 해결하는 경제활동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적이며 지속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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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비즈니스와 교회 선교 단체 간의 파트너십 D. / 
방해요인과 해결책                 

사업가들과 교회 선교 단체들이 서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그 실제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들을 살펴    /
보았다 처음에 이슈 그룹을 사업가들과  교회 선교 단체 사람들로 나누어 기존의 성속으로 구별. 1) 2) / /
된 두 가지 측면에서 방해요인과 관심사를 토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신들이 양쪽에 다 해당한다. 
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토론의 목적을 위해 자신. 
이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 곳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두 그룹을 섞어서 해결책을 논의했. 
다.

사업가들이 인식하는 장애들:
선교회와 교회 비즈니스 사이의 파트너십에 방해요인과 관심사는 무엇인가  , ?

책무능력 책임소재 공개적인 기대치의 경계선을 포함 비즈니스 영역과 교회 영역 간의 분명한 경계선이 없. , ,  , 
다 비즈니스 하는 직원이 일하는데 할당된 시간돈을 교회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조율해야 하는 데서 생기는 .  / /
갈등 

파트너십을 맺은 지역 교회가 비즈니스의 자산과 경영을 통제 .  
특별히 이익을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게 여기는 비즈니스 개념 자체에 대한 오해 돈과 이익은 더러운 것이 .  . 

며 돈은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느낌 이것은 특히 전공산주의 사회에서 강하다, . - .  
각 측은 다른 측에 의해 위협을 받았다 비즈니스 측은 교회 사람들의 영성에 의해 위협을 받았다. ;  .
다른 언어 문화 그리고 노동 윤리 선교사들은 기도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사기를 당해. , , 

도 용서할 것이라는 오해 사업가들은  보다 거칠고 일의 성취를 원한다는 오해. .
사역자가 비즈니스를 그 자체로 사역으로 인정하는 대신 그의 모든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교회 측의 . BAM , 

높은 기대

비즈니스를 단지 교회에 재정을 공급하거나 위원회를 섬기고 또는 교회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  , 
재로 보는 비즈니스에 대한 교회의 오해

일부의 나라에서는 사업가들이 영적인 목적이 아닌 자신의 상업적 목적으로 교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 
용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교회는 각자 최고의 사람을 원할 것이다 즉 경쟁할 것이다. .  .
비영리 단체 교회에서 나오는 돈을 비즈니스와 혼합하는데서 생기는 잠재적 갈등 비영리 단체의 면세 자격. / . 

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일 것이다.
. BAM 회사가 가정과 지역 교회에 보고할 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가를 보고해야 하는 압박감

통전적 선교는 성직자들 사이에서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원론은 목회자들 사이에  깊이 배어 있고 . . 
신학교 훈련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있다 성직자들은 너무 바빠서 통전적 선교의 개념을 이해하.  
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선교 단체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장애들/
선교회 교회와 비즈니스 사이의 파트너십에 방해요인들과 관심사는  무엇인가   / ?

신학교들이 성속 목회자평신도 구별을 강화한다. - , - .
일부 지역에서는 영성과 빈곤이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어서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 빈곤이 영적으로 해.  ( , ) 
석되고60) 있다 .
독립된 형태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려는 성향기업가 정신 은 종종 연합 제휴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 부족과  . ( ) , ,  
더 큰 규모의 운동 교회 교회 개척 운동 선교단체에 대한 소속감의 결핍을 가져온다, ,  , .   

다른 국가의 사업가들은 지역 교회보다는 국제 교회에 출석하는 경향이 있다.  .  
사업가들은 지역의 언어와 문화적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배우지 않는다.  .
사업가들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요구하지 않는 목사 사업가의 고갯짓 한번으로 계속되기도 하고 중단되기. , 

60) 빈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역자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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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선교학적 이슈에 대해 전혀 모르고 돈에 따라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이사회 등의 , 
사례에서 드러나듯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쥐게 된다,  .  
서로의 은사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 목회자와 사업가 사이의 삶의 스타일의 불일치. . 
사업가들은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은 구조적인 죄가 성. . 

경에서 지적하는 죄라고 보기 때문에 이 죄에 관하여 언급한다 제 세계 선진국 사업가들과 개발도상국의 ,  . 1 ( ) 
이러한 관점 구조적인 죄에 대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이에 단절이 있다( ) .
경제적 해결책이 성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 
교회는 비즈니스 경험이 거의 없다. .
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 적자생존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이는 총괄적인 믿음과는 반대이다. “ ” , .
교회가 사업적인 일들과 잘못 엮인  나쁜 경험들은 실망스런 결과를 낳았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   .
사업가이자 목회자인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사업가를 이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를 인정. .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 이러한 모델들이 있다. .
선교 단체와 교회들은 선교를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다른 삶의 스타일로 선교하.  , 

는 사업가들을 보는 데에 방해가 있을 수 있다.

방해요인들과 관심사에 대한 해결책 제안
사업가들과 교회 선교 단체 사람들의 혼합 그룹   /

우리가 정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성공적인 . , BAM 운동을 위해 공동으로 기도해야만 한다.
.  BAM 회사의 이익으로 어떤 사역이 축복을 받게 될지 누가 결정할 것인지 분명해 정하라 사업가의 교회가 돈. 
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는 일에 연루되어야 하는가?
교회와 사업 사이에 가교 설치의 필요 이를 지역 교회 수준에서 시작하라. , .
양측 모두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영역을 조사하라 신학교와 지역 교회 차원에서 .  . BAM 코스를 시작하라 일 . 
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적용을 가르치라.  
성속 이분법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대처할 수 있다. - .  BAM 사업가들은 또 다른   BAM 사업가들을 제자화해

야만 한다.
사업가와 교회 선교단체 사람들 사이에 조직 대 조직의 대화보다는 일대 일 대화의 필요 논쟁이 아닌  대화.  / . .
교회가 원하는 돈은 사업가들에 의해 지불되기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비즈니스는 교회에서 나온 돈을 결코 .  . 

요구하지 않으니 교회도 비즈니스의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비즈니스가 그 이익을 공동체의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이익의 적절한 사용이라는 사실. 

에 대해 교회가 그 정당함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다 이는 십일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
신학교는 . BAM을 강조해 왔다 모델을 정하고 개인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을 .  ,  
통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액 후원을 받는 선생 지도자를 갖고 있다,  / . 
선교단체에서는 . BAM 이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육되어야 한다.
비즈니스와 선교 두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타문화 선교학적 방. , .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  BAM 사역자들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비즈니스 스쿨에 보내 윤리적인 이슈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사 , . 
업가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비전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신학교에서는   . BAM실천가가 가르치고 비즈니스 스쿨에서 신학자가 가르치는 과목들이 있어 한다 , .

.  BAM의 사람들과 다른 평신도들이 가르쳐야 한다 평신도에게 능력을 부여하라. -- .
돈은 무기명으로 기부되어서 누구라도 돈을 기부한 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사용한다고  느끼지 .  ,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가들이 지역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역 공동체에  동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  .  , 
교회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상황에서 사업가는 그가 공동체에 동화되어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 
문에 그 지역 교회의 초대를 받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서구 교회의 전임 사역 모델을 이상적인 것으로 따르기 보다는 엡 에 모델로 나오는 지역 교회의 리더십.  , 4:12
을 찾으라.
훈련 프로그램 사례 연구들 합리적인 수익과 그것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실증자료들이 필요하다.  , , .
목회자들은 사업가들에게 가서 사업가들이 교회에서 역할을 이루기보다는 사업가들이 그들의 사역을 완.  , , 

성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 혹은 사업가들의 , BAM 사역에 무엇을 더해야 할지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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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책임 투명성의 필요 사업가들과 선교사들이 둘 간의 통합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일할 팀 구성이 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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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에 참가한 선교 단체의 사례 연구E.  BAM

Christian Missionary Fellowship International

년 된 인터내셔널은 년 전 소위 이중직업 선교     55 CMF 12 bi-vocational missions”61)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솔. 
직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비즈니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전무하였었다 초기의 사역은 외부의 . 
접근이 제한된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면서 쉽게 납

득되는 방법이면서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후원을 받는 고용기회영어를 가르치는 를 활용했, ( )
다 우리 직원들은 대학수준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정식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ELS . 
외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내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결된 비영리 단체 그 이름에 기독교적 용어가      , 

포함되지 않은 단체를  세우기로 우리는 결정했다 이 단체의 주요 목적이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기 때. 
문에 우리는  비영리 영역 내에서 이익 사업에 대한 과세 문제를  법적으로 조사했다 새로운 단체에는 . 
그 자체의 본부가 있으며 독립된 임원 명부가 있고 기부금을 받는다 그리고 새 기관에는 성공적인 비, . 
즈니스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다말하자면 조기 은퇴자들이든지 아니면 자원 봉사자들( , ).
우리 스텝이 후원 교회들에게      BAM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업가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우리는  , . 

단기 여행 계획을 잡고 국립대학과 기타 등지에서 이들에게 강의를 하였고 이들은 비즈니스가 주는 , , 
기회들을 평가하고 파트너 관계 형성을 도왔으며 몇 개의 비즈니스를 설립했다 또한 비즈니스 경험,  , . 
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편지를 써서 우리를 돕기도 하였고 또 비즈니스 계획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
우리는 미국의 기술기반 대학의 한 강력한 캠퍼스 사역과 연합하여 해외 사업에 일할 사람들을 고     , 

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일부의 전통 선교사들은 재무장. "  retooled 되어 이미 설립된 사업에서 현재 선 ”
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아프리카인으로 선교경험이 있는 한 치과의사는 다른 대륙에서 국가의 공. 
인을 받아 이윤을 남기는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그 수입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돕고 있다, .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 하나는 화학 공정 벤처이다 설비에  수백만 달러 정도 들어가는     . 

적은 규모이만 이 투자로 인하여 우리는 지역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 지역이 직접적으, 
로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었다 막 시작한 또 다른 비즈니스는 휘트니스 센터와 아시아의 도심권. 
에 있는 학습센터이다 우리는 또한 바위를  분쇄하는 벤처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곳 토착 . , 
교회와 안정된 외국 회사 그리고 미전도 무슬림 집단에 초점을 둔 외국 선교단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 .

해외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팀의 멤버이며 멤버를 돌보는 팀의 리더와 연결되어 있다 가능한 국내     . (
에 그렇지 못한 경우 개인이 정기적으로  방문 관리 감독은 그 팀 리더 혹은 지명된 사역 관리 감독자, ). 
가 담당한다 본사근무자는 모집 선별 훈련 그리고 기관 지원에 힘쓴다 책임과 경영은 전통적 선교 . , , . 
단체의 간사과 BAM의 간사가 공유한다 우리에게는 . BAM 운동에 맞는  성문화된 새로운 정책과 절차들

은 없지만 직원들에게 맞게 전통적인 선교 절차들을 개정한다, BAM .  
     BAM프로젝트의 지표 중 하나는 시간에 따른 재정적 생존능력이다 우리 비즈니스 벤처의 대부분 . 
이 그 과정의 첫 끝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들은 이제 겨우 년 정도 운영되어 왔다 그 중 두 . 2 . 
개의 벤처는 이미 이익을 내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그러한 이익을 관련된 사역에 직접 연결시키는 초. "
과 이익 excess profits 정책을 개발해 오고 있다 각 벤처는  비즈니스 계획만큼이나 중요한 문화 관련 사” . 
역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애물들(a) 
거룩한 소명 때문이든 간사들이나 기부자들의 반대든 비즈니스 벤처를 떠맡을 능력이나 경험 때     , , 

문이든 어쨌든 간에 모든 전통 선교 단체들이 다  , BAM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역 내에서는 이사. 
들 선교사들 교회 그리고 본사 스텝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교 전략들, , , . 
과 더불어 BAM 전략을 수용함으로써 견디어왔다 .

61) 선교사로 섬기지만 다른 직업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선교사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직업을 가지 , . 

고 있는 목회자 등등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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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이 최선의 전략이 되는 환경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 과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이사회는 배

우자들과 단체 간사들과 함께 닫힌 국가 에서 이사회 모임 일정을 잡았다 우리는 다른" " .  BAM운동의 사 
례 연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보고를 들었다 모임 이후에는.  BAM프로젝트가 진 
행 중인 현장에 대한 방문이 이루어졌다. 
     BAM은 전통적인 선교 방식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국가들에 대한 유일한 접근 방식이다 지역 교. 
회와 연계하고 그 지역 신자들과 제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선교 . 
전략에는  박애주의 교육 그리고 사업 영역을 통한 사역을  포함하게 된다, , .

다음  단계는(b)  ?
비즈니스 초기 착수 자본이 벤처 자본가들에게서만 나올 필요는 없다 우리는 교회들 보통은 대형      . , 

교회들이 BAM에 대해 열의를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선교 목적을 보게 될 때 기꺼이 기금을 출연한다는 ,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재정적 능력을 입증할 시간이 필요하며 비영리 부문에서 생기는 이     , 

익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들을 보다 완전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교에 관심이 있는 전문. 
가들을 추가로 더 모집하고 그들이 타 문화권에서 살 때 비즈니스와 선교가 통전적으로 통합되어 효, , 
과를 발휘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AM의 노력에 있어 사업가들은 전통적인 선교사들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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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추 천 들G.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지성과 영성의 자원을 주셔서 사업가로 삼으신다“ . BAM은 하나님께 이런 방식

으로 은사를 받은 이들을 돕고 격려하고자 한다. BAM은 주를 섬기 듯 사업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격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AM의 열망은 사업가들을 도와 그들의 기술과 재능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가장 가, 
난한 이들과 가장 궁핍한 지역을  축복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 주고 선포할 수 있는 확실한 ,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기회들을 보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이리한 노력과 세계적 규모의 두뇌 집. 
단을 마음으로부터 지지하며 기독교 초기 선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  
이들에 의하여 새로운 장소로 자주 전파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해리 굳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은퇴한 성공회 대주교         , ,  

효과적이고 통전적인 선교 전략들을 살펴볼 때 세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비즈니스“ , 21 . 
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늘 핵심 개척자였다 로잔의  두뇌 집단은 비즈니스 공동체가 이 땅에. 
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 열정적이며 혁신적으로 그 역할에 임하도록 교회가 비즈니스 공동체에 능

력을 부여하는 일을 재발견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스튜어트 맥그리비Stuart McGreevy,  , TBN Transformational Business Network의 의장

세계의 구제활동에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것은  세기 선교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이다 기업화 된 텐트메이“ 21 .  
킹 왕국 비즈니스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한 변화를 지향하는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잔의 두,  , BAM 
뇌 집단을 이끌며 조직하고 있는 세계 선교의 리더인 매츠 튜네핵과 그의 동료들과 동역자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
    테드 야마모리 Ted Yamamori ,  로잔 운동LCWE .   의 국제 이사  Senior Associate for Holisti c Mission,  On 

의 공동 편집자 기업 전략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선교Kingdom Business : 

경제에 기반을 둔 선교는 기독교 선교의 외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전략 그 이상으“ , 
로 이와 관련된 약속이 있다,  :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리라 ‘
잠( 19:17)’ 로잔의 두뇌 집단은 상호 격려와 영감의 기반 platform 으로 봉사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의 한 부분이 되 . 
길 기대한다.”

    쥬르그 옵레흐트 Ju.rg Opprecht, Business and Professional Network ,  의 설립자 겸 대표 스위스

“BAM의 두뇌 집단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속적 일 멋진 성찰과 영감을 제(‘ ’ )  
공하고 있다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 되라는 예수의 부르심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 프로젝트를 . ‘ ’
나는 열광적으로 추천한다.”
           르네 파딜라 아르헨티나인 신학자 선교학사 저자 의 국제 의장  Rene Padilla, , , ,  Tear fund UK

"BAM은 창과 그 이상의 영역에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적합한 전략이다 로잔의 10/40 . BAM 두뇌 집단은 세 21 
기에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실제적인 접근법을 발전시킬 막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루이스 부시 Luis Bush,  World Inquiry, founder of the AD2000 Movement /의 미국 아르헨티나 디렉터

혈류“ 血流가 몸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듯, 일터가 국가들을 유지시키고 성장 시킨다 이렇듯 사업가들은 창. , 
조적인 사랑의 활동을 통하여 전 세계 사회를 변화시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부르심을 ,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부르심이다 세상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비즈. .  
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 전략 그리고 계획이 내적인 . , 
믿음의 행보에 대한 외적 발현이 되는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 경험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 
는 로잔의 BAM 두뇌 집단을 조직하는데 노력한 매츠 튜네핵과 그의 동료들과 모든 존경받는 세계 선교의 지도 
자들 모두를  열렬히 지지한다.

구나 올손 J. Gunnar Olson, ICCC,, 국제 크리스천 상업 회의 의장 설립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