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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적 필요

문상철

제���������	
��������������������  1장.���������	
��������������������  연구���������	
��������������������  문제(Research���������	
��������������������  Problem)

선교사 자녀의 교육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세계선교에 직간접적으

로 헌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무이다. 선교사들

이 해외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선교사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상적이지는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교육 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선교사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원 체제는 이에 걸맞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선교사 자녀교육 면에서의 지원 체제의 미흡성은 가

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한국의 선교회들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주최로 1993년 경기도 양평에서 선교사 자녀(MK) 교육에 관한 연합적

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선교사 자녀(MK) 교

육과 관련한 의무를 잘 인식하고 그 교육을 향상시키려는 조치들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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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대로 취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두 종류의 경험적 연구(empirical research)

에 근거한 것이다: 첫째, 2012년 12월에 필자가 설계하고 한국선교연구

원(KRIM) 스탭의 지원 하에 수행된 양적연구(a quantitative study); 둘

째,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9개국에서 진행된 한국 선교사(70

명), 선교사 자녀(76명) 및 선교사 자녀 교육자(30명)를 포함한 총 176

명과의 현장기반 인터뷰(field-based interviews)를 수반한 질적연구(a 

qualitative study)로 구성되었다.1 양적 데이타는 SPSS 통계분석 소프

트웨어로 분석되었고, 질적 데이타는 녹음과 녹취에 이은 수동 코딩 후의 

분석 과정을 거쳤는데, 기본적으로 빈센트 파허티(Vincent E. Faher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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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자 외에도 협동연구자들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 참여

했다. 김은영(Ph.D., 임상심리학)은 필리핀과 태국에서의 인터뷰를 수행했다. 나머지 7개국

에서의 인터뷰는 유희주(Ph.D. 과정)와 이정주(M.Div.)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필자가 직접 
수행했다. 이 모든 연구자들은 한국선교연구원의 스탭 연구원들이다. 네 경우의 소그룹 인

터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뷰들은 집단보다는 개별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176명과의 인

터뷰는 일반적인 Ethnograph format으로 약 800페이지 이상의 현장노트로 기록되었고, 이 
자료는 한국선교연구원(kriM)에 녹음 자료와 함께 보관되어 있다.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된 학교들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마닐라한국아카데미(Manila Hankuk 

Academy; 교장: 홍세기; www.mha.or.kr); 태국 치앙마이 소재 그레이스국제학교(Grace 
International School; superintendent: Jennie  Garcia; www.gisthailand.org); 독일 칸데른 소

재 블랙포레스트아카데미(Black Forest Academy; principal: Robert Shuman; www.bfacademy.

  com); 알바니아 티라나 소재 한알학교(Hanal Korean School in GDQ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director: Roger Pearce; www.gdqschool.org); 세네갈 다카르 소재 다카르아카데미
(Dakar Academy; director: Joseph  Rosa; www.dakar-academy.org)와 다카르 근교의 부

로파에기독학교(Bourofaye Christian  School; www.bcs-senegal.org); 터어키 이스탄불 소

재 국제게이트웨이아카데미(International Gateway Academy; www.int-gateway.com); 한
국 부산 소재 지구촌고등학교(Glovill High School; 교장: 신기영; www.glovillhigh.hs.kr); 

천안 소재 세종글로벌학교(Sejong Global School; 교장: 채은화; www.runkorea.org); 그리

고 중국과 미얀마 소재 홈스쿨들이다. 이 학교들의 순서는 홈스쿨들을 제외하고는 인터뷰 

순서로 소개된 것이다. 이 학교들 외에도 치앙마이 소재 MK 호스텔인 푸른초장, GMF MK 
호스텔 등의 호스텔 사역자들과 MK NEST 등의 MK 전문기관 사역자들과의 인터뷰가 있

었다. 이후에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총 8 명의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 인터뷰

를 추가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협조해준 기관들과 개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http://www.mha.or.kr
http://www.mha.or.kr
http://www.gisthailand.org
http://www.gisthailand.org
http://www.bfacademy.com
http://www.bfacademy.com
http://www.bfacademy.com
http://www.bfacademy.com
http://www.gdqschool.org
http://www.gdqschool.org
http://www.dakar-academy.org
http://www.dakar-academy.org
http://www.bcs-senegal.org
http://www.bcs-senegal.org
http://www.int-gateway.com
http://www.int-gateway.com
http://www.glovillhigh.hs.kr
http://www.glovillhigh.hs.kr
http://www.runkorea.org
http://www.runkorea.org


제안을 따르려는 시도를 했다.2  달리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 보고서의 

정보는 이 설문조사와 현장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세가지 연구질문들(research questions)이 이 프로젝트의 연구설계

(research design), 데이타 수집(data gathering)과 분석(data analysis), 

보고서 작성(reporting)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 한국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적 현실(realities)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

른가? (2) 한국 선교사 가정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

점(problems)에 직면하고 있는가? (3) 실질적으로, 한국 MK들의 교육

은 어떻게 개선(improving)될 수 있는가?

제���������	
��������������������  2장.���������	
��������������������  한국���������	
��������������������  MK���������	
��������������������  교육의���������	
��������������������  현실���������	
��������������������  

선교사, 선교사 자녀, MK 사역자들의 견해를 조심스럽고도 개인적으

로 경청하기에 앞서 한국 MK 현황에 대해 통계적인 개관을 하는 것은 

한국 MK들의 교육적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래의 통

계 분석에 이어 심층적인 질적 분석이 뒤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하고자 하는 외관(etic view)과 당사자의 입장을 주관적인 견지에서 이

해하고자 하는 내관적(emic view) 접근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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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ncent E. Faherty, Wordcraft: Applied Qualitative Data Analysis (QDA) (Los Angeles:   

SAGE, 2010), 43–91.



1.���������	
��������������������  통계적���������	
��������������������  개관

2012년 12월 한국선교연구원(kriM) 스탭에 의해 배부되고 회수된 설

문의 결과는 175개국에 167선교단체 소속의 19,798명의 한국 선교사들

이 사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 이 선교사들은 총 17,432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4 

교육 단계별로는 취학전(16.8), 초등학교(22.9),중학교(13.4), 고등학

교(12.9), 대학/대학교(29.1), 그리고 취업 혹은 구직 중인 성인(4.9) 등

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포율은 1992년 필자가 4개 선교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MK 연령별 분포와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당

시에는 취학전(35.8) 및 초등학교(51.2) 학생 분포율(%)이 87.0이었으

며, 대학 재학 이상은 5.1에 불과했다.5 한국 선교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생긴 중요한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양육된 MK들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임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2012년말 기준 조사에서 밝혀진 초등 혹은 중등 과정의 선

교사 자녀들의 학교 유형별 분포율(%)은 다음과 같았다: 지역학교(35.9), 

국제학교(28.6), 한국에 있는 학교(14.6), 홈스쿨링 (9.0),6 MK학교(8.9),7 

그리고 기타 등이다(3.0).8  이 분포를 볼 때 현지의 지역학교 재학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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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ve Sang-Cheol Moon, “Missions from Korea 2013: Microtrends and Finance,”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7(April 2013): 96–97.

4. 아래의 통계 분석은 44개 선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데이타에 근거한 것이다. 이 단체

들은 규모, 교파, 중점 지역, 사역 유형 등에 있어서 확률적인 표본은 아니더라도 논리적인 

대표성을 가진다.

5. 문상철,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의 과제,” 현대 선교 2(1992):21-34.

6. 이 비율은 현재적으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MK들의 비율이며, 과거에 일시적으로 홈스쿨

링을 했던 MK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 홈스쿨링 학습자의 숫자는 상당수가 된

다. 이 숫자를 포함하면 홈스쿨링을 해본 MK들의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7. 8.9퍼센트라는 이 숫자는 국제적인 MK학교들과 한국계 MK학교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후의 질적 연구에서는 이 두 부류를 분리해서 그 특징 및 장단점을 기술하였다.

8. 참고로, 1992년 보고서에서는 학교 유형별 분포율을 조사할 필요를 느꼈으나 여러가지 사

정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율이 예상보다 높게 파악되었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연령대와 학비 부

담 등의 여러 현실적 요소를 고려한 선택이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홈

스쿨링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도 일반적인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이해된

다. MK학교 재학생 비율이 낮은 것은 부모와 떨어져서 학교를 다녀야 

하고, 학비 부담이 높아지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교 지도자들은 종종 얼마나 많은 한국 MK들이 성인이 되어 선교사

가 되는지 궁금해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인 MK의 숫자가 아직 많지

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번 서베이에 

의하면, 연령이나 교육 단계를 불문하고 전체 한국 MK들 가운데 2.3 퍼

센트만이 학교 교육을 마친 후 타문화권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되었다.9 이 숫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실은 다수의 한

국 MK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실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취업 연령층 가운데서 실제 선교 사역자의 비율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유효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서베이에서 파악된 7,044명의 MK들 가운데 61명(혹은 전체의 0.9

퍼센트)은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데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보고

되었고, 그 가운데 14명(약 1/4)은 MK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다.10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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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숫자는 연령대나 취업희망자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MK 중에서 타문화권 

사역을 하는 MK들의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한 선교단체의 경우 성인 MK들 가운데 선교

사로 지원하고자하는 의사를 가진 MK들의 비율이 30퍼센트라고 보고한다. 그 선교단체 
관련 MK학교의 경우 재학생 가운데 선교사역 관심자 비율은 21.7퍼센트 정도였다(file 

no: 20130502_A). 이런 잠재적인 관심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선교사로 사역하게 될 것인

가는 더 시간이 흐른 다음 분명하게 파악될 것이다.

10. 부적응 문제는 이 숫자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        

인다. 선교회 대표들이나 심지어 MK 담당 사역자들마저도 선교사 가정의 개별 사정을 자

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교회 대표들에 의하면, 한국 MK들 가운데 0.6퍼센트는 전문적인 상담

과 혹은 정신 건강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11 

학교 부적응 문제는 MK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의 일반적인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부

적응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라, 학교들이 새로운 세대의 학

생들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의 여건이 달라진 가운데서의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인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적응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역학이 복합적인 

MK들의 경우에 더 세심한 이해와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상담과 

심리 치료의 필요는 MK들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또 그 연령대가 높아

진만큼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행히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이 한국 선교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양성되어 왔지만, 그런 전문적인 사

역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져야 할 것이다. 

2.���������	
��������������������  MK���������	
��������������������  교육을���������	
��������������������  위한���������	
��������������������  학교���������	
��������������������  유형들���������	
��������������������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은 여섯 가지

가 존재한다. 그 여섯 가지란 한국계 해외 학교들, 국제 MK학교들, 일

반 국제학교들, 현지의 지역학교들, 한국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홈스

쿨링 등이다. 

9개국에서의 현장 조사에 의하면 각 학교 유형은 MK들의 교육을 위

해 나름대로 장점들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선교사들은 자녀들의 교

육을 위해 이런 장점들과 단점들을 이해하고 학교 유형을 선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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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제적으로 한 MK학교 한인 학생들 가운데서 상담을 받는 중고생들의 비율은 약 10퍼센

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file no: 20121018_C).



이 현명할 것이다.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도 불가피하게 선택한 교육 유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보완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한국계 해외 학교들

한국인이나 한국 단체가 세운 학교들, 때때로 MK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들은 MK 교육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된다. 구체적으로 한

국 MK들을 위해 세워진 한국계 학교는 6개국에 적어도 여덟 개가 되

며,12 또한 7개국에 적어도 여덟 개 일반 학교가 추가로 있어서 MK를 포

함한 한국 파견인들의 자녀들을 받고 있다. 합쳐서, 적어도 열 여섯 개

의 한국계 해외 학교들이 한국 MK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13 

이러한 학교 숫자는 MK 및 해외 파견인 자녀들의 인구를 고려할 때 

너무나 작은 것이다. 더 많은 학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바람직하기는 

소규모의 학교들을 여러 지역에 많이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는 학생수가 8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기준을 완화해서 소

규모 학교들도 교과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수의 해외 한국계 해외 학교들은 여전히 형성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학교들이 근래에 세워져서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공식적으로 한국어로 하지만, 많은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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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학교들 가운데 세 학교는 MK 교육 기관으로서 한국 교육부에 등록되어 학력 인정을 받

는 학교들임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학교들의 경우 일반 학교들이거나, 교육부 등록 및 학

력 인정이 되지 않는 MK학교들이기도 하는데, 튜터링센터라고 분류할 수 있는 학교들도 
포함되어 있다.  

13. 해외 한국계 학교들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조선희의 석사학위 논문 한국 선교사 자

녀 케어를 위한 공동양육 프로그램 연구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3, pp. 12-15). 필자는 이 선행 연구의 내용을 검증하고 업데이트하는 추가적인 노력
을 하면서 위의 숫자를 제시하였다.



이 영어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 유형의 학교들의 장점은 언어 및 문화적

으로 한국적 전통을 아이들에게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공통의 인종

언어적인 배경을 공유하는 학생 공동체에 소속한다는 것은 한국 MK들

이 나중에 본국에 재입국할 경우를 대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학교 유형은 국제학교나 국제 MK학교들보다 훨씬 비

용이 적게 든다.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한국아카데미는 특별히 한국 MK

들을 위해 설립된 학교인데, 그 사역에 있어서 기독교적이고, 한국적이

고, 글로벌한 차원들을 강조하는 분명한 교육적 비전과 철학을 갖춘 좋

은 예가 된다.

선교지의 한국 학교들, 특히 MK 교육에 헌신된 학교들은 적정 규모의 

스탭과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신 교육학적 지식베이스를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

적인 전략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선교가 

지난 25년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MK 교육 등의 지원 영역에

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에 기인한다. 

이 학교들의 분위기는 흔히 학기 중에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는 부모

로부터 떨어져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MK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

는다. MK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인적 케어를 하는 

것은 교사 및 기숙사 대리부모/보조스탭에게 부담스런 도전이 된다. 자

격을 갖춘 한국인 교사들이 한국에서의 좋은 교육처를 버리고 그러한 

학교에 가서 장기적으로 헌신하려면 상당한 희생을 무릅써야 한다. 

교사들과 기숙사 사역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

당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모금을 해야 하는데, 한국 교회들은 일반적으

로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것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호응을 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선교를 표방하는 교회들, 특별히 중대형교회들이 이러

한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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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 MK학교들

미국이나 유럽의 단체들이 세운 선교사 자녀 학교들은 점점 더 많은 

한국 MK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고 있다. 19개국에 20개 이상의 이런 

종류의 학교들이 한국 MK들을 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Black 

Forest Academy (독일), Bourofaye Christian School (세네갈), Dakar 

Academy (세네갈), GDQ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알바니아), 

그리고 Grace International School (태국)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 학교

들에서의 한국 학생 비율은 7.2퍼센트에서 18.0퍼센트에 이른다.14 

국제 MK학교들은 한국 MK들에게 여러 세대와 문화를 넘어 전수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선교의 비전을 심어준다. 학생 구성의 국제성은 

MK들로 하여금 다문화적인 환경에 익숙해지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교사들과 기숙사 대리부모/보조스탭들은 집을 떠나 온 MK들에

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들은 많은 경우에 MK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돕는데 있어서 다른 유형의 학교 스탭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국제 MK학교들은 구체적으로 한국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뒷

받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체

계적으로 가르치려면 한국 교회나 단체, 한국인 사역자 등 외부의 지원

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MK들은 종종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

학하기 위해 입시를 준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그 이후 한국에 있는 직

장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어려워한다. 한글로 된 많은 정보

들을 파악하고 진학과 진로를 안내할 한국인 스탭들이 있어야 이러한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적 필요  ■ 17  

14. 한인 학생들의 비율이 이렇게 높지만, 한인 교직원들의 비율은 너무 낮은 것이 현실이다. 

BFA의 경우 현재 교사의 95퍼센트가 북미 출신이고, 스탭 가운데 한 한국인 교사 부부와 

싱글이 있지만, 이들은 한국계 미국 국적자들로서 한국 역사 등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하면서 한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한국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

해서는 한국 학부모들 만큼이나 국제 MK학교 스탭들도 염려를 하고 있

다.15 

국제 MK학교들의 학비는 본국이나 해외의 한국 학교들보다 훨씬 더 

높으며, 그 결과 다수의 한국 선교사들은 그러한 국제 MK학교들로 자

녀들을 보낼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한국 교회의 장학 제도 등을 통해 상

대적으로 비싼 학비를 감당할 여건이 되고 다른 보완적인 장치가 갖추

어질 때 국제 MK학교들은 이상적인 MK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3)다른 국제학교들

국제학교들은 MK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해외 파견

원파견인 자녀들 및 심지어 지역민 자녀들에게도 개방하고 있기 때문

에, 학생 구성은 더욱 복잡하다. 국제 MK학교들과 다른 국제학교들 사

이의 구분은 (많은 MK학교들이 그 공동체에 비MK들을 포함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흐려지고 있다.16  비록 MK들만을 위해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국제학교들은 기독교적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국 MK들은 세계 곳곳의 여러 국제학교들에서 발견되고 

있다. MK들 가운데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28.6퍼센트라는 수

치는 교육 언어가 영어 혹은 불어인 현지학교들에 재학중인 MK들을 포

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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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 국제 MK학교 스탭은 한국 아이들의 문화적 정체성 및 선호도와 관련해서 한 가정 내에

서 오빠는 한국식인데 반해, 여동생은 미국식인 경우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

다. 그만큼 이 정체성 문제는 어려운 교육적 과제이다. 

16.  MK학교에서 국제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학비가 현저히 비싸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

로 포착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제학교들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발전 과정 중에 

있으며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 애쓰고 있는 학교들도 상당수가 된다. 국

제학교들은 다양하며, 그런 학교에 재학 중인 MK들은 다양한 세계관, 

종교,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적 다원성은 MK들로 하여금 

세속적이고 이질적인 세상 속에서 전개될 이후의 교육과 사회 활동을 

준비하게 하는 면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기독교 교육의 온실효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다원적 상황 속에서의 교육이 장점으로 이해될 수 있

다. 

많은 국제학교들은 선교사 가정이 고려하기에는 학비가 너무 비싸다. 

대부분의 경우에 선교사 자녀들의 생활 수준은 다른 파견인 자녀들의 

생활 수준보다 훨씬 낮으며, 그로 인해 MK들이 위화감을 느끼며 이들

과 잘 어울리지 못할 수 있다(file no: 20121101_E).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옷차림의 차이 등 눈에 띠는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

한 경우도 들을 수 있었다. 

국제학교들의 교육 철학은 현재적으로는 항상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가치관과 호환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학교들의 다원적 및 중립적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

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MK들은 국제학교의 교육 과정이 결정적인 요소

들을 결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4)현지의 지역학교들

MK들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교육적 선택은 지역학교들인데, 이런 유

형의 학교들은 그 나라의 공식어로 교육을 한다. 커리큘럼은 대체로 그

곳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추어진다. 지역학교들의 질이나 적절성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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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일부 유럽 국가가 아닌 한 대체로 열악한 편이다. 

지역학교들의 장점들로는 접근성(선교사 자녀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

서 인근 학교에 다닐 수 있음)과 다른 유형의 학교들보다 훨씬 더 저렴

한 비용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선교사 자녀들은 비교적 다양한 계

층의 현지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으며, 상호이해에 기초해서 의미있

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 점은 다른 교육 방식에서 결여될 수 있

는 요소이다. 비즈니스 영역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지역

적인 전문성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지학교에 보

내는 것은 한국 MK들을 위해서는 점점 더 활력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비록 많은 한국 선교사 가정들에게 있어서 현지학교에 보내는 것은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지만, 거기에는 불리한 점들이 있다. 문제들로는 

세계관의 충돌인데, 특히 이슬람권과 공산권 나라들에서 그러하며, 종

종 교육의 질이 낮은 것이나 교육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

다. 추가적으로, 그러한 학교들은 MK들이 본국이나 제 3국으로 진출하

는 것을 원활하게 준비시켜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학교 문화 면에서는, 소수집단의 일원으로서 MK들이 왕따를 당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중국의 경우, 획일적인 암기식 교육이 한국 선교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인도의 경우, 체벌 문화가 한국과 

반대여서 손바닥이나 다리를 때리는 대신 뺨이나 머리를 때린다. 다른 

지역에서는 또다른 어려움들이 있다. 이렇게 학교 문화가 지역학교에 

다니는 MK들에게는 충격이 된다. 현지의 지역학교에 다니는 MK들의 

경우 많은 MK 사역단체나 사역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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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에 있는 학교들

MK 교육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은 한국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많은 MK들은 부모들의 안식년 기간 동안 한국 학교들을 경험하기에, 

선교지에서 적합한 대안이 없을 경우 한국 학교에 보내는 것은 고려해

볼만한 방안이다. 정규 지역학교들 외에 한국에는 230개 이상의 대안학

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17 이 대안학교들의 절반 가량이 기독

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8 

부산 소재의 지구촌고등학교와 천안 소재의 세종글로벌학교는 구체

적으로 MK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 한동글로벌학교도 MK들에게 상

당한 비중을 두면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창의적접근지

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여러 배경의 MK들을 위

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동글로벌학교와 지구촌고

등학교는 벌써 12년째 이러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한국 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초등 과정을 마친 아이들에게 특히 현

실적인 방안이 된다. 한 선교사 자녀는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부모와 떨어

져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MK들에게 한국 교육 프로그램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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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혜정, 대안교육 종합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교육과학기술부, 2011, pp. 5, 63). 대

안학교의 숫자에 대한 보고들을 점검하면서, 필자는 170개 정도의 학교 실명과 구체적 정

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필자의 이 숫자는 보수적이며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한겨례신문은 2010년 7월 기준으로 한국에 179 개 이상의 대안학교들이 있

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28740.html. 참고). 

이러한 학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어렵기 때문에 숫자 파악도 어렵
다. 

18. 박상진은 한국에 대략 100개 정도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 유형화 연구”, 장신논단 제 37집 [2010]: 156, 186). 기독교 대안학교

의 숫자는 최소한 70개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확인되고 있다(임태규, “우리나라 기
독교대안학교 현황”, 2009; www.casak.org).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28740.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28740.html
http://www.casak.org
http://www.casak.org


찍 시작하게 해서, 더 나이가 들어서 한국 학교에 올 경우에 생길 수 있

는 어려움에 미리 대비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식 교육을 일찍 접하면 나중에 한국 사회에 재통합되는데도 어려

움이 덜할 것이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MK들은 친척들과의 유대

관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문화적 요소는 한국에서 앞으

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동창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관계적인 자산도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회적 자산이다. 국내에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내 대학을 마친 경우가 외국 대학을 졸업한 경우보다 유리

하고, 국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경우는 이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은 논

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된다.  

한국에서 일반 학교를 다닐 경우의 우선적인 불이익은 선교사 자녀들

이 그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해외 

기숙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MK들은 부모의 사역의 현장과 멀

어지게 되고, 현지 체류에서 얻게 되는 타문화 경험 자체가 희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군다나, 일반 한국 학교들은 MK들의 구체적인 필

요에 반응할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학교들은 기숙사와 

다른 필요한 설비, 효과적인 케어 시스템, 타문화권 경험과 이해를 갖춘 

교사와 스탭을 결여하고 있다.  

대안학교를 선택할 경우 MK들을 위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반 학교들보다 학비가 훨씬 비싸서 선교사 가정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국내에 설립된 MK 전문 대안학교들이다. 한

정된 자원과 외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목표대로 MK 교육에 힘쓰

는 지구촌고등학교와, 한동글로벌학교, 세종글로벌학교 등과 같은 학

교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격려의 손길을 내밀 필요가 있다. 

22 ■                                                   



한국의 다른 유형의 학교들 역시 그 원칙과 실천에 있어서 선교사 가

정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배려를 한다면 선교사 자녀들에게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유형의 학교들이 그 부족한 면

들을 보완해서 전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또 그렇게 되

도록 지원할 때 국내에서의 MK들을 대상으로 한 중고등 교육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6)홈스쿨링

MK 교육의 마지막 방안은 홈스쿨링인데, 이 방안은 많은 선교사 가정

에게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인데, 국제학교들의 높은 학비와 현지

학교의 낮은 질을 생각할 때 그렇다. 현재적으로, 한국 MK들의 9.0 퍼

센트가 홈스쿨링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선교지에서의 MK들의 홈스쿨링은 본국의 교회들, 단체, 후원

자들로부터 세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홈스쿨링의 중요한 장점 한가지는 그 융통성이다. 스스로의 교육철학

에 따라 교육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결정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그 내용, 기한, 자료, 학습매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융통

성과 결정권에서 다른 많은 장점들이 파생된다.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반 학부모들도 이 학교 유형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가

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홈스쿨링을 통해서 일관된 노력을 기울일 때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들

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전수될 수 있고, 신앙적인 훈련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 있다. 매일 예배로 시작하면서하는 홈스쿨링은 자

녀들의 기독교적 영성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친밀감이 형성

되는 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학습에 있어서는 홈스쿨링을 하는 자녀들

은 다른 학교 유형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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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 과목만 붙들고 씨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홈

스쿨러들은 말한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들은 이따금씩 

자녀들을 시골의 소수민족 사역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적인 체험을 

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MK들 가운데 선교 마인드가 자라고, 현지 

아이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것은 다른 기숙사 학교들이 사실상 문화적으로 현지 문화에

서 고립된 경향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다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홈스

쿨링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계획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

다.

부모들은 다른 학교 유형을 선택했을 때 들었을 비용을 자녀들의 미

래를 위해서 달리 투자할 수도 있다. 가령, 현재적으로 악기를 배우게 

하는 등 음악 교육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미래적으로 대학 진

학에 대비해서 교육보험을 들 수가 있다.19 이런 재정적인 면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홈스쿨링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홈스쿨링에 

대해서 문의하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 MK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때, 그 학생은 적절한 지원이 

있다는 전제 하에 개인적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

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교재로는 점점 더 미국 교재보다는 한국 

EBS가 제작한 교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적인 정체성을 확립

하는데도 이 교재가 도움이 되는데, 부모가 추가적인 국사 교육 등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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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 가정의 경우 홈스쿨링을 함으로써 생기는 재정적인 여유로 그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해외 여행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왜냐하면 국제학교 학생의 일년 학

비만 절약해도 유럽 여행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적으로 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20  홈스쿨링은 특별히 오지이거나 지

역을 자주 옮겨다녀야 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교육

적인 대안이다.

이 대안적 교육 모델은 부모가 교사로서 역할을 잘하면 좋은 대안이 

되지만, 많은 선교사들은 자녀들이 자라감에 따라 높아져가는 교과과

정에 적응하면서 가르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21  초등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부담이 적지만, 중고등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데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특별히 심리적

으로는 많은 부모들이 사춘기의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홈스쿨링은 적절히 외부적인 지원이 있을 때 크게 강화될 수 있지만, 

현재적으로는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들(homeschoolers)과 그 부모들이 

그러한 지원을 받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적절히 계발하기가 어렵다고 부모들은 호소한다. MK들의 적

성 파악을 위해서는 전문가 팀이 있어서 적절한 자료를 선택해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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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홈스쿨링을 하는 중국의 한 학부모 선교사는 심지어 그 자녀들의 한국적인 정체성이 한국

에서 자란 아이들보다도 더 확립되었다고 자신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선진국

으로 인식되는 경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file  no: 201312_A). 미국의 한 기독
교 배경의 홈스쿨링 교재는 단조로워서 재미가 없다는 평이었고, EBS 교재에 대해서는 동

영상 등 첨단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등 대체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저렴해서 좋다는 평가들

이 있었다(file no: 201313_A). 다만, 역사, 사회, 과학 등의 과목에서는 EBS 교재만으로
는 부족하고 다른 교재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홈스쿨링을 한 한 MK는 한국 중학

교에 다닐 때 국어를 100점을 받기도 했다(file  no: 201312_A). 또한 고려해야 할 사실은 

수학능력 시험에 EBS 반영률이 높다는 것이다. 

21. 이런 고충과 관련해서는, 비단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된 선교사들

이 “선교사역의 50퍼센트는 자녀교육이다”는 김영조 세네갈 선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file no: 20130407_C). 그러면, 이렇게 자녀교육을 강조하는 김영조 선교사
가 사역을 등한시 하는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필자가 만나본 선교사들 가운데 

공동체 선교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도시선교와 미전도 종

족 선교를 절묘하게 결합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 평가된다. 또 다른 대화에서, 자살기
도를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 한 MK는 자녀교육이 선교사 사역의 중요한 일부라고 강조

하기도 했다(file no: anon 9). 



마다 추천해주고 (보내주면 더 좋고),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도 최신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22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

들은 객관적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자신의 학력이 신장되었는지 확인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지역이 좀 떨어져 있어도 홈스쿨링을 받는 MK들끼리의 교제권

이 형성된다면 동료의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끼리 영적이고 

선교적인 초점을 가진 수련회를 갖도록 하거나 비전여행도 같이 가도록 

하는 등 정기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홈스쿨링

을 받는 MK들을 지원하는 사역의 어려움은 이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

에 일일이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찾아가는 서비

스를 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앞으로 한국의 검정고시 제도가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

로 바뀌게 될 때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은 그 제도적인 변화에 잘 대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기독대학교들이 홈스쿨링 출신 학생들에

게는 특별 전형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기독교 교육 철학에 입각해

서 교육의 혜택을 덜 받고 자란 아이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

이다. 

이상의 여섯가지 학교 유형별 교육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본 결과 그 

특성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교육 대안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전해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 두가지 학교 유형으로는 

MK 교육의 복합적인 필요들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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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홈스쿨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미국 부모들은 보다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하나, 한국 부모

들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부모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사

역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원하는 한국 선교사들의 성향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이 여섯 가지 유형이 있지만, 실제 권역이나 국별로는 

교육적인 대안이 다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부 지역사정

에 맞게 소규모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닐

라한국아카데미 처럼 규모가 큰 학교가 다른 지역에 “미니학교”를 운영

하는 것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교육적인 대안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미니학교는 오지에 있는 어린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화

상수업 및 순회교육으로 보충학습을 해주고 있다(file no: 20121018_D).

제���������	
��������������������  3장.���������	
��������������������  한국���������	
��������������������  MK���������	
��������������������  교육의���������	
��������������������  문제���������	
��������������������  

아이들은 누구나 고유한 교육적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MK들의 구체

적인 필요는 더욱 복합적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터뷰 데이타에서 나온 

교육적 필요들 가운데 영적,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문화적, 신체적, 

재정적, 가치관적, 체제적 이슈들을 다룰 것이다. 

많은 선교사 자녀들은 영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부모와 관련될 

수 있는 내적 영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은 자녀들과 함께 

한국을 떠나기 전 아이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떠남에 있어서 아이들이 장차 겪

게 될 일들을 예상하고 대비시켜 주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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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들은 부모의 결정으로 인해 갑자기 준비없이 한국을 떠나야 했다고 

느꼈다. 한 선교사 자녀는 부모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훈련 프

로그램에서 MK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밝히기도 

했다. 

특별히 창의적접근지역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의 경우 그 신분 위장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선교

사의 신분이 발각될까봐 조마조마하는 심리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고스란히 전수된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MK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케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창의적접근지역에서 생활하다 온 

선교사 자녀들이 다른 일반 MK들에게 특이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

해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예로는 이런 지역 출신 학생들이 쉽게 거짓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는 것이다(file no: 

20121102_F).23 한 학교에서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하는 경

우에도 자녀들에게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선교사 자녀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한

가지는 부모들의 일 중심적인 삶의 패턴이다. 선교사들이 너무 일 중심

적이어서 가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시간을 쓰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선교지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없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수 있다. 그 아이들의 하나님 이

미지는 자칫 부정적으로 채색되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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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창의적접근지역에서의 신분 위장이 단순한 거짓말로 이해되고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다

는 식으로 자녀에게 잘못 전달될 때, 나중에 가서 MK들의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확인되었다(file no: 20121018_C).



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빼앗겼다고 느낄 수 있

다.24 

한 선교사 자녀는 “자기들의 인생이 이렇게 된게 미안하지 않느

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 어머니가 “감사한다”고 대답했더니, “왜 

엄마는 한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고 딸이 다시 물었다고 

한다. 인터뷰 도중 “삶이 버거웠다”고 말하는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남들이 해주는 것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안식년 동안

에 후원이 끊겨진 얘기, 그래서 남편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게 된 사연

도 털어놓았다(file no: anon 7). 다른 선교사 자녀는 하나님을 잘 믿었

던 다른 MK가 교통사고로 즉사하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말했다(file no: anon 8). 극단적인 위기를 겪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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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출한 경험이 있는 한 MK는 말하기를 “부모님이 선교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에게는 너무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유발하려고 나갔다”고 말하였다(file  no: 20121018_A). 다른 선교

사 자녀는 “아빠는 사역에 바빠서 저를 잘 모르고, 엄마는 저를 착한 아이로만 여기셔서 저
를 잘 몰랐다”고 말하면서 그런 자신을 상담 목사님이 잡아주었다고 말했다(file  no: 

20121018_F). 또 다른 선교사 자녀는 태어난지 한 달만에 한국을 떠난 이후 이사를 여러 

나라로 여러 번 다녔는데,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런 고생을 해야하나 하고 생
각했다”고 말했다. 이 MK는 장차 MK 상담가를 꿈꾸었다(file  no: 20121018_H). 다른 

선교사 자녀도 “선교 일에 미친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

이 있다고 말했다(file no: anon 6). 일선 MK 교사들도 학부모인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등
한시하면서 사역 위주로 살아가는 경향에 대해 자녀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

상이라고 말한다(file no: 20121018_D).

한 미국인 기숙사 대리부모(dorm parents)는 한국 MK들이 다른 나라 출신의 MK들보다 

“상냥하고, 덜 이기적이다”고 진술했다. 이런 한국 MK들의 이타심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한국교회 문화 속에서 억압된 감정이 아닌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위의 진술자의 

추가적인 발언 속에 답이 있었다: “한국 MK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

하다” (File no.: ger.6). 실제로 한 MK는 다니던 지역학교에서 폭행을 당하고도 부모님에
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file no: 20121102_E). 

다른 한국인 MK 사역자는 한국 MK들이 평소에는 감정 표현을 잘 안하다가 한 번 감정 

표현을 하면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인 학부모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 학부모들 가운데는 3년 내내 한 번도 학교 기숙사를 방문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학교에 대해 건의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무관심

한 것으로 비쳐진다. 선교사들은 자녀들에게도 교사들과 스탭들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

는 경향이 있지만, 선교사들 스스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가 
있다고 보인다.



들이 사춘기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 및 부모와의 건강한 영적 관계가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25 

MK 교사들과 MK들은 한국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고, 성취를 너무 강조하고, 의도하지 않지만 경쟁심을 조장하는 경향

이 있다고 말한다.26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자란 경험과 비교하면서 아

이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저

런 영향과 분위기 속에서 MK들은 성경지식은 많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

음으로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는 부족하다고 지적되는데, 이들이 성경 

지식을 내면화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것이 MK들의 영성에 있어서 

풍요 속의 빈곤을 대처하는 길일 것이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한 선교사 자녀는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면 잔소리를 듣게 되고, 아버지에게 말하면 혼날 것 같다고 말하기

도 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신앙적인 의문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수 MK들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일중심적인 선교사의 삶의 패턴으로 인한 문

제는 근본적으로 한국교회의 성과주의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선교사 가정에 대한 케어 마인드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

스란히 선교사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언어적 도전은 특히 선교지에서의 초기 사역 기간 동안 MK 교육의 장

애물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MK들이 이중언어적 능력으로부터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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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슬프게도 한 MK는 사춘기를 잃어버린 느낌을 얘기했다: “제가 사춘기가 없었다는게 안타

까워요.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그 힘든 것에 더하기가 어려워서 슬픔을 속으

로 삭혀 버릇해서 … .” (file no: anon 1). 일반적으로, 선교사 자녀들의 사춘기 연령은 다
른 또래들보다 늦는 것으로 파악된다(file  no: 20121102_I). 그 결과 MK들은 대학 진학 

이후에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표출할 수 있다. 한 MK는 “우리 가족이 고생하는 것, 친

구들과 헤어지는 것 모두 아빠 때문이다”라고 그동안 억압했던 불만을 표시했다(file no: 
anon 5).

26. 한 한인 교사의 눈에 비친 한국 선교사들은 자녀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말로는 자녀들이 하

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따로 있고,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

라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file no: 20130402_J).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이 될 수 있다. 스페인어를 못하면서 왜 학교에 왔냐고 야단을 치는 교

사 때문에 학교 간 첫날 울고 온 아이의 얘기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

다. 학습언어에 대한 준비가 없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을 가서 시험

까지 쳐야하는 선교사 자녀들의 고충은 부모들은 물론 관련자들을 안타

깝게 한다. 어떤 MK는 생후 3개월 후 선교지로 가서 현지에서 자라면서 

한국어, 현지어, 영어를 동시에 배워야 했던 고충을 말하기도 했다(file 

no: 20121102_H).

MK들이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돌아올 때 그들의 한국어 실력은 일상

적으로 조부모를 비롯한 친척들 및 후원교회 교인들에게 테스트를 받으

며, 아이들은 종종 열등감에 수치심을 느낀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른 한편으로) 국제 학교의 교사들은 한국 MK들의 영어 실력이 상대적

으로 약해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느낀다. 더군다나, 많은 한국 MK들은 자기 부모들이 사역하는 나라

의 현지어에 더 향상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부담감을 느낀다. 선교사 자

녀로서 현지어를 알아야 하고 현지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

한 부담은 학부모인 선교사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

들은 때로 국제 및 한국계 MK학교들이 언어문화적으로 ‘작은 미국’ 혹

은 ‘작은 한국’으로 “고립된 성(城)”이라고 느낀다(file no: 20121019_A; 

20121018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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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 학부모 선교사는 한국의 교인들이 선교사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아이들로 봐줄 것을 당부하였다(file  no: 21121113_B). 마닐라한국아카데미의 유치원 원

감인 이효정 교사도 MK들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기보다 “한 개인으로 행복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하였다(file no: 20121018_E). 한 학생은 “선교사 자녀들

에게 매번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데, 짜증이 난다”고 말하였다(file no: 20121019_D). “너

무 억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선교사 자녀도 있었다(file no: 20121020_E). 다
른 한편으로, 한 학생은 단기팀 방문자 등이 자신을 선교사 자녀라고 불쌍하게 보는 것이 

불편했다고 말했다(file no: 20121019_F, 20121101_E).



인터뷰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되기로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있어

서 편하게 느끼는 언어에 대해서 MK들의 40퍼센트 정도가 한국어, 40

퍼센트 정도가 영어, 나머지 20퍼센트 정도가 현지어 등 기타어를 꼽았

다.28 대학 진학도 이와 관련되어,인터뷰한 학생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40퍼센트 정도, 미국으로 가려는 학생

들이 40퍼센트 정도, 현지 대학 등 기타는 20퍼센트 정도로 파악된다. 

언어와 관련된 충돌되는 기대들로 인해 한국 선교사 자녀들은 혼동감과 

불안감을 안고 산다. 

MK들의 정서적 및 심리적 고충은 상당하다. 기숙 학교에 다니는 MK

들은 부모와 형제들을 그리워한다. 떨어져 있는 부모를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는 선교사 자녀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아픈 아이들은 더욱 

엄마와 아빠를 찾는다.29 현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친한 친구가 없

는 경우가 되기 쉽다.30  그들은 자주 헤어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고 정(情)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떤 선교

사 자녀는 현재 학교가 13번째 학교라고 말하기도 했다(file no: 

20121103_A). MK들은 많은 경우 초기에 현지어 미숙으로 현지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경험들이 있었다. 특히 홈스쿨

링을 받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나기 쉬운 특징으로 동료관계가 결핍

되기 쉽다. 홈스쿨링을 받는 MK 외에도 여러 유형의 교육을 받는 MK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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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학교의 매개언어(medium language) 등 학습언어의 수준에 있어서는 당연히 영어(특히 국

제학교 및 국제 MK학교)와 현지어(현지학교)의 비율이 전반적인 생활언어 수준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29.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런 MK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MK 사역자는 MK들이 “정서적인 

고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file no: 20121022_B).

30. 한 선교사 자녀는 유치원을 같이 다닌 친구 가운데 11학년이 된 지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밖에 없고, 같은 친구를 5년 이상 사귀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이 힘들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에는 인간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도 했다고 진솔하게 
얘기했다. 이 학생은 자살충동을 느꼈음도 털어놓았다(file no: anon 3).



은 대체적으로 관계적인 만족도가 아주 낮으며, 이것이 심각한 외로움

과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다.31 

외로움과 관련되어 학교 내에서 학생간의 이성 교제가 당사자는 물론 

부모와 교육자들에게 어려운 이슈가 된다. 그러한 외로움으로 인해 MK

들은 학업을 마친 후 대체로 결혼을 일찍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

되기도 한다.32  또한 결혼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만 자란 사람보다는 

타문화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

간 결혼(intercultural marriage)에 대해서도 선교사 자녀들은 단일문

화적인 학생들보다 더 개방적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선교사 자녀들의 심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항상 보고 있

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을 방문할 때도 후원교회가 잦

은 방문을 싫어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눈치를 보는 아이들도 있다. 

이들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중고교생 시절에는 자유

함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갖춘 학교들이나 홈스쿨러들의 교

제권이 이러한 민감하고도 중요한 정서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적합할 것

이다. 해결책은 친구 관계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

모라도 지속적으로 공동체적 분위기 속에서 MK 네트웍의 일원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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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sther Schubert, “Keeping Third-Culture Kids Emotionally Healthy: Depression and 

Suicide among MK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ssionary Kids (November 5–

9, 1984, Manila, Philippines) (Pasadena, Calif.: William Carey Library, 1986), 96–
102.

32. 일부 선교사들은 인터넷을 자주하는 자녀들을 위한 건전한 성교육 자료와 사이트 등을 추

천받기 원했다. 외로움과 중독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요청은 현실적인 필요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 공동체적 분위기의 한가지 특징은 도시 사회에서의 단편적인(simplex) 관계에 대비되는 

공동체 안의 복합적인(multiplex) 관계이다. Max Gluckman, The Judicial Process 

among the Barotse of Northern Rhodesia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55), 18–19를 참고하라. 또한 Paul G. Hiebert and Eloise Hiebert Meneses, 

Incarnational Ministry: Planting Churches in Band, Tribal, Peasant, and Urban 

Societies (Grand Rapids: Baker, 1995), 274를 참고하라. 



MK들은 종종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갈등을 겪으며, 이것

은 자아감(sense of self)과 행동양식에 밀접하게 연관된다.34 단일문화

적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 점점 

더 비현실적인 과제가 된다. 정체성은, Stuart Hall이 말한대로, 항상 

“존재보다는 존재의 과정 중에 있다(in the process of becoming 

rather than being)” (1996, 4). 이런 유동적인 문화적 상황 속에서 정체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뿌리 의식이 중요하다. 알바니아의 이용범 선교

사는 글로벌 시대에도 여전히 문화적 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

데, 필자는 이런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file no.: 21121113_A).35 

뿌리의식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또한 한국 역사 

교육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36  Black Forest Academy는 일부 한국 학

부모들의 소극적인 입장과 일부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 

교육을 의무화했고, 원사무엘 선교사가 창의적으로 한국 역사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 MK학교에서, 특히 호스텔 생활 가운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한국 MK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 학교 안에 한

국인 스탭들이 있는 경우 그러한 오해를 해소하기가 수월해진다.37 

MK들의 다중문화적 정체성은 특별히 본국으로 귀국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한다. 어떤 MK들은 집단주의적인 단일문화의 특징을 가진 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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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orothy Holland, William Lachicotte Jr., Debra Skinner, and Carole Cain, Identity    

and Agency in Cultural Worl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98), 8.

35. 필리핀의 유태범 선교사도 건강한 정체성과 뿌리 의식이 자신감을 주게 되는 면을 강조한

다(file no: 20121019_B).

36. 한 MK는 두 살 때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가지게 된 것이 

어머니가 한국 역사를 많이 말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한 기숙사 대리부모도 MK

들의 정체성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고 말했다(file no: 20121102_I).

37. 국제 MK학교의 호스텔에서 한국 MK들의 비율이 많은 경우 1/3까지 되지만, 한국 아이

들이 “기가 죽어 보인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들은 그나마 BFA의 원사무엘/원혜숙 선교사 

부부처럼 한국인 스탭이 있을 때 오해받는 상황도 쉽게 해소하게 되고, 기가 살아나게 되
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 스탭들이 있어서 “대변인” 역할을 할 때 학부모인 선교사들도 이

들을 통해 자주 학교에 연락하기도 한다(file no.: bfa1).



학교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교제권에서 고립되는 고통을 

겪는다.38  이런 어려움에 미리 대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

우려면, 12년 해외 교육생에게 주는 입시 특혜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가

능한 자주 안식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선교사들은 바

쁜 일들을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면들을 

보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학습적인 성취를 위주로 안

식년을 보내려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다. 역사 및 문화 탐방을 하는 

등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해서 무엇이 한국 문

화인지 모르겠다고 느끼기도 한다. 어떤 때는 자신들이 한국에서만 자

란 아이들보다 더 보수적일 때가 있기도 하다고 말한다. 준비 없이 본국 

문화에 들어가면서 겪는 심한 불편함은 때로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이해

되고 인정되어 현명하게 대처될 필요가 있다.39  이런 트라우마적인 경

험을 창조적으로 승화해서 새로운 사회적 소속의 경험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 자체가 웅변적인 선교적 메시지가 될 것이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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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선교사 자녀들이 본국의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화충격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한국 아이들이 

욕을 잘 한다는 것이다. 욕을 배우지 않고 자란 MK들의 경우 욕이 일상화된 본국의 또래 

문화 속에서 어쩔줄을 몰라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욕을 섞어 얘기하지 않으면 잘 끼
워주지 않는 청소년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file no: 20130406_C).

39. Jeffrey C. Alexander, “Toward a Theory of Cultural Trauma,”  in Cultural Trauma and 

Collective Identity, ed. Jeffrey C. Alexander, Ron Eyerman, Bernhard Giesen, Neil J. 

Smelser, and Piotr Sztompk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2004), 10, 15. 
Alexander의 경고는 정당하다: “만약 트라우마가 종교적 영역 내에서 일어난다면, 우려가 

되는 것은 트라우마를 신정론(神正論, theodicy)과 결부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 (15). 즉, 

신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방치할 경우 신앙적인 회의를 경험하고, 

나아가 영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40. 집단적 문화적 트라우마에 대해 말하면서, Piotr Sztompka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는데, 

“트라우마가 일으키는 혼란과 문화적 질서의 어지럽힘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기에 그것은 

새로운 문화적 체제의 씨앗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The Trauma of Social Change: 
A Case of Postcommunist Societies,” in Cultural Trauma and Collective Identity, by 

Alexander et al., 194).



한국 선교사 자녀들은 기숙사와 호스텔의 음식들이 낯설고 질이 떨어

진다고 느끼는데, 이것은 때로 영양상의 불균형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 

되기도 한다. 다수의 MK들에게 있어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에는 한

국 음식이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음식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BFA의 경우처럼 한국인 스탭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한국 음식은 의도

한대로 MK들을 격려하는 효과가 있다.41 

부모가 사역지의 어려운 환경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약해진 경우 그 

자녀들도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강 검진비를 후원 

교회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학생도 있었다. 어떤 국제 (MK) 학교들

의 좋은 설비는 신체적 단련을 위해 좋은 여건을 제공하며 교제의 장으

로도 좋은 기능을 한다. 가령 BFA 같은 곳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

적인 비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타문화 접촉 경험을 제공한다. 

재정적인 문제들은 거의 모든 한국 선교사 가정에서 경험된다. 학비

와 다른 비용들은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가 될 수 있다. 단지 소수의 한국 선교사들만이 자녀들의 대학 교육에 

따른 비싼 학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 보험을 들거나 다른 계획을 세

워서 스스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 선교사 가정

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선교비 중에서 교육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 

2013년 한국 선교사 가정의 재정에 대한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4인 가

족 기준으로 교육비의 비중은 19.2퍼센트이다(문상철, 2013, 2). 그러

나 이 비율은 공식적인 보고이고, 다른 재정 항목에서 비용을 절약해서 

교육비로 전용하는 경향, 그리고 가족 및 친지들로부터의 비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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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FA의 원사무엘/원혜숙 선교사 부부는 한국 음식을 한국 MK들만이 아니라, 전체 MK들

에게 대접하기 때문에 200명 분을 준비한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시니어 은퇴자들 가운데

서 자원자가 나와서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후원을 포함할 때 실재 교육비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

다(file no: 20121103_D). 

어떤 한국 고등학교 MK들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용돈을 벌기도 

하며, 대학에 진학한 많은 MK들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애를 쓴

다.42 많은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들의 재정 형편을 알기에 어려운 현실

에 대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선교사 가정의 현재적인 재정적 결핍은 MK들의 미래의 진로설정에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위의 결핍들과 전반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가치관과 선교 비전의 

계승 면에서도 한국 MK 교육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인터뷰

한 다수의 MK들은 장래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한다. MK들이 힘든 과정 중에서도 오직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헌신하는 부모님들을 존경은 하지만, 정작 부모님 

처럼 자신이 커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MK들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된다.43 한 선교사 자녀는 선교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를 말

하면서 “자신의 자식들이 편안하게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하

기도 했다(file no: 20121020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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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때 재정적인 압박은 더 심해지는데, 이런 사례들

을 보면서 많은 MK들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43. 인터뷰에 응한 MK들 가운데 대략적으로 85 퍼센트 이상이 존경하는 인물로 선교사인 자

신의 부모님들을 꼽았다. 존경하는 인물로부터 가치관을 전수받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MK들은 부모들의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헌신
은 이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면서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하다. 축구 코치를 가장 존경한다는 

한 선교사 자녀는 성실과 겸손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했는데, 그 가치의 근원은 바로 그 축

구 코치였다. 이렇듯 가치관을 전수하려면 아이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file no: 
20121102_D).



현장 조사 기간 동안 선교사가 되겠다는 MK들을 만나는 것은 어려웠

지만, 국제적인 NGO에서 일하겠다는 MK들을 만나는 것은 보다 쉬웠

다. 이 분야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해소하면서 의미있는 역할도 할 수 있

는 길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선교사 자녀들이 심리학 및 

상담학과 관련된 분야를 장래 전공 및 진로로 제시했다. 그 중 상당수는 

장차 MK들을 위한 상담가 및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다. 

인터뷰를 통해서 필자는 ‘교회의 후원을 잘 받고, 사역적인 열매가 있

고, 선교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선교 사

역을 자신의 커리어로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이게 된다’는 가설을 가지

게 되었다.44 부정적인 요소들 가운데서는 선교사들간에 갈등하는 모습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선교에 대한 환멸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선교사의 진술과 함께 선교사 

자녀의 진술이 공히 뒷받침을 하고 있다(file no: anon 3, anon 4).45

영적 지원, 동료 관계, 정체성 형성, 비전 계승 등 외에도 MK 교육은 

실질적인 토대가 더 강해져야 한다. 기존 학교들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

한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심지어 역사가 긴 국제학교들도 건물과 공간

과 조직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 국제 선교사 자녀 학교에 다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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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부 아프리카의 한 MK학교 상황에서는 한국 MK들 가운데서 장차 선교사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서구 배경의 아이들은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된다. 그 주된 이유는 부모들의 전반적인 긍정적 생활 및 사역 경험이라고 요약된다(file 
no: 20130402_B). 이런 대조된 경향은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관찰되는데, 보다 

명확한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비교종단연구(comparative longitudinal study)가 

필요하다. 종단연구는 횡단연구(cross-sectional research)와는 달리 때로 여러 세대의 연
구원들이 연구 작업을 이어서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그 가

치는 높다.      

 한편,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진행된 특별 인터뷰에서, MK NEST의 설립대표인 백인숙은 
MK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자신들이 선교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눈

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대학생 MK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5. 한 선교사 자녀는 부모님이 다른 동역자들과 부딪힐 때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힘들었다”고 말했다(anon 3).



MK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 한국 교회들과 단체들은 그러한 학교들로부

터의 지원 요청에 더 개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국 

MK학교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국제 MK학교의 기반을 활용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국제 MK학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별도의 재정 지원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국제 MK학교 내에 한국 MK들만을 위한 호스텔의 필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학교 행정진은 그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인 편이지

만 한국인 학부모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치

앙마이의 경우 한국 호스텔들이 좋은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 호스

텔은 한국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면에

서 유리하고, 다문화적인 호스텔은 생활 영어를 향상시키고 다문화적

인 적응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이 역시 최종 대학 진학을 한국으로 

할 것이냐, 미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결정과 맞물려 있다.

한국 MK들을 위한 호스텔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 

아이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잘 아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교사로, 기숙

사 부모/보조스탭으로, 행정가 등으로 MK 사역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한국인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추어서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많은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46 그러기 위해서는 일찌

기 Ted Ward가 주장한대로, “문화간 협업”을 통한 경험적 연구(empirical 

research)를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다(1998, 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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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993년 경기도 양평에서 David C. Pollock, Paul Nelson, 이태웅 박사 등을 강사로 초청

해서 열렸던 MK 세미나 20주년을 맞아 한국 선교사들은 MK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축적해서 글로벌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공유된 지식의 잠재력은 1984년 마닐
라 국제회의에서 이미 잘 표현되었다고 본다. 이 대회의 결과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ssionary Kids라는 자료집으로 출판되었으며, Raising Resilient MKs: Resources 

for Caregivers, Parents, and Teachers, ed. Joyce M. Bowers (Colorado Springs, Colo.: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1998)도 그런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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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교육의 관련 당사자들은 그들의 교육철학을 규정하고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성경적 이상과 현실적인 여건들을 모두 고려한 다음, 그들

은 교육기관, 선교회, 지역교회으로서의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 그 과

정에서 MK 교육에 영향을 주는 글로컬한 변화들이 인정되어야 한다. 

폭넓고 깊은 사회문화적 변화 가운데서 영적,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하면서 그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MK들의 정체성 문제는 한국이 글로벌화, 선진국화되는데다 한

류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부담이 덜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정체

성 문제는 MK 교육의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MK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인종적으로는 한국인들이고, 문화적으로는 

글로벌 시민들이다. 어떤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는 이러한 정체성을 “국

제적인 한국 그리스도인(an international Korean Christian)”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했다(file no: 20121102_H). 이 정체성이 확립되면 다른 

어려움은 비교적 쉽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MK들과 사역자들의 견해

이다. 

우리는 MK 교육의 복합적인 목표들이 성취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

음을 회복해야 한다. 현재적으로 MK들은 본국 문화 “A”에도 속하지 않

고 현지 문화인 “B”에도 속하지 않은 채 제 3의 문화인 “C”에 속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그 부모인 선교사들은 보다 더 긍정적으

로 MK들의 문화적인 특성을 받아들였다. 1950년대 초반에 “제 3 문화

의 아이 (Third Culture Kid)”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을 때(현재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아이의 초문화적 적응력과 수행력을 강조하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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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가 결여되었었다.47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의 용어 사용과 함께 

교육의 결과도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는지 돌

아볼 때가 되었다. 성공적인 교육 선교사들은 MK들이 본국 문화 “A”에

도 속하고 현지 문화 “B”에도 속해서 실질적으로 “AB”라는 하이브리드 

문화(a hybrid culture)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어렵겠지만, 글로벌 시대에 도전해야 할 교육적인 과업이다. 

필자는 연구 과정을 거쳐 “제 3 문화의 아이”라는 용어를 “하이브리

드 문화 아이(Hybrid Culture Kid)”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는 비단 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전

반에 걸쳐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48 필자의 

‘하이브리드 문화’의 개념에는 ‘글로벌 문화(global cultures)’와의 상

호작용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문화 아이’ 개념은 본

국과 선교지의 글로벌 문화 (특히 학교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

응하자는 취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MK 교육의 본성과 사명에 대한 우

리의 이해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한국 선교사들은 정보에 입각한 판단과 결정을 함으로써 현명하고도 

현실적으로 자녀 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일부 한국 선교사들 사이에 막

연한 기대 섞인 믿음(fideism)만 가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 적합한 계획

을 세우거나,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리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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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David C. Pollock은 “제 3 문화의 아이(third-culture kid)”라는 용어가 미시건주립대학교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사회학자 Ruth Useem에 의해 미국인 해외 파견인들

(expatriates)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두드러진 특징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Being a Third-Culture Kid: A Profile,” in Raising 

Resilient MKs, ed. Bowers, 45).

48. 다른 한편으로, 선교사들은 한류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립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

요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한류를 현상 그대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걸러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인 과제 역시 하이브리드 
문화와 정체성의 이슈로 인식되고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획을 세우다 보면 그 피해는 자녀들이 입게 되는 수가 있다. 이 계획 과

정에서 한국 교계는 물론 사회에도 만연한 반지성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것이 요청된다. 

시행착오 사례는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가 학비 등 제반 비용이 

당초 대충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아서 나중에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

단하고 선교지나 한국으로 떠나는 경우들도 발생했고, 학업을 마치더

라도 취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

데 중고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강해

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미국 대

학교들이 재정 상황의 악화로 장학금을 대폭 줄이면서 한국 MK들이 장

학금을 기대하고 미국으로 진학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49 

다른 한편으로, 점점 더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개인 후원자들이 선교

사들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명성이나 진로 면의 전망

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자녀들의 교육적인 진로를 무리하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리해서 후원금

을 보내는 후원자들과 교회들의 관점을 선교사들은 의식할 필요가 있

다. 선교사들로서는, ‘형편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교육 방

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MK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판단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개별 선교사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서 획일적인 정책을 세워 강요하기는 어렵다. 선교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가정별 불균형(disparity)과 위화감의 문제는 극복되

어야 할 또 하나의 현실이다.

선교사 자녀들은 그들의 삶과 교육의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

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MK라는 신분에는 장점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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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이유가 되어서 국제 MK학교들에서는 과거에 미국으로 진학하

던 것이 주류이다가 최근에는 한국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주류가 된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file no: anon 2).



점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그 신분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MK의 영적 유산, 문화적 자산, 체험적 잠재력은 아주 풍부하며, 이러한 

자산들이 MK들의 장래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삶의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서 MK들은 내적인 힘을 기르게 된다. 잦

은 이사와 이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그 당시로서는 힘든 것이지만, 이로 

인해 적응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교사 자녀의 내적인 힘에 

대해서는 다수의 인터뷰가 뒷받침해주었다. 

적응력과 관련된 것일 수 있지만, 외로움은 깊은 생각을, 다양성에 대

한 체험은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다.50  필리핀 마

닐라한국아카데미 학생인 박하림은 “MK들이 두루두루 잘 지내고, 확

실하지 않아서 말랑말랑한 것 같다”고 표현했다(file no: 20121018_F). 

그 말랑말랑함에서 우리는 선교사 자녀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볼 수 

있다. MK들이 영적,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적응력을 기

르기 위해 노력하는 한, 그들은 심리적인 힘과 정서적인 안정성은 물론 

강건한 영성을 기르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면이 낯선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들이 선교의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 

(nuanced approach)을 할 때 이상화된 선교사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들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MK들의 실상을 포함한 선교사의 삶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반영해서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

을 것이다. MK들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기대

를 하기보다, 공감적이면서도 격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MK들을 만나고 돕고 지원하려 할 때 선교사 자녀 케어는 더욱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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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K들의 특징적 장점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관찰은 인터뷰 데이타를 통해 어느 정도 확

인되었다(file no: 21121113_A). 구체적으로 한 MK는 우울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눈이 

생겼고, 예술적인 감성이 길러졌다고 고백했다(file no: 20121018_F).



있을 것이다.51 한 선교사 파송교회가 선교사들을 지지하는 선교적 공동

체(a supportive missional community)가 될 때 선교사 가정에 대한 케

어가 더 쉬워질 것이다.52 MK들이 본국의 모교회에서 가족적인 분위기

를 느낄 때 안정감을 누리며 뿌리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지역교회들은 선교 재정의 일부를 떼어서 MK들을 위해 사역

하는 평신도 교육 선교사들에게 할당하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단 

배경이 없는 평신도 선교사들의 경우 재정적인 후원을 받기가 더 어렵

기 때문이다. 많은 후원자들은 MK 교육자들이 섬기는 학교로부터 월급

을 받는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대부분 개별적

으로 모금을 해야 한다. 한 미국인 MK 사역자는 한국 교회를 향해 자유

롭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을 때 교회 개척이나 제자 훈련 사역을 하

는 선교사들만 후원할 것이 아니라 MK 사역과 같이 일선 선교를 지원

하는 사역을 하는 한국인 선교사들도 많이 후원해달라는 호소를 했다. 

일반 선교 사역에서 MK 사역으로 전환하면서 후원이 줄어드는 MK 

사역자들의 경험도 후원교회들의 무지와 불균형적인 시각에 기인한 것

이다. 국내 한 신생 MK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재정적인 필요가 50퍼센

트 미만으로만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file no: 20130502_A). 한 한국 

기숙사 대리부모 사역자는 그 사역을 한 지 1년이 되니까 후원이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끊긴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20121102_A).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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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원 소재 원천침례교회는 한국 MK들을 위해 교사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앞장서 왔는데, 

대표적으로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 위치한 GDQ 학교의 일부로 되어 있는 한알학교 

등에 꾸준히 교사들을 파송해왔다.

52. 세네갈에서 만난 한 MK는 자신의 모교회인 춘천온누리교회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

했으며, 그 후원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교회들은 일례로 아프리카 출신의 MK가 주

일에 양말을 신지 않고 나타나도 야단을 치지 않도록 이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MK
들은 한국의 격식 문화에 대해서 대체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53. 한국 교회는 기숙사 대리부모/보조스탭 사역이 일부 교회의 시각처럼 단순히 아이들 하숙

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선교를 위한 일선의 중요한 사역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사역자들은 MK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이
런 선교의 세 한 내용들이 교회들에게 더 많이 공유되도록 본국의 선교 사역자들이 더 많

이 노력해야 한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MK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동안 머

물 호스텔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대학생 MK들은 자주 이사

를 해야 하는데, 특히 방학 기간 동안에는 대학 기숙사에서 나와서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감을 안고 산다. 또한 많은 MK들이 

방학 기간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서울 상도동과 목동에 위치한 MK 호스텔에 거주하는 대학생 MK들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 하며, 이런 곳에 머물게 된 것을 아

주 다행스럽게 여긴다. 이런 호스텔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선교지에서도 방학 중에 기숙사에서 나와야 하는 중고교생들의 경우 항

공료 부담 때문에 자주 집에 갈 수 없고, 차라리 한국 MK들을 위한 호스

텔이 있어서 방학 동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일선 선교사들은 교회들이 단기 교사들을 파송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

아주면서 국어와 국사를 가르쳐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단

기팀 파송을 호소하고 있다. 단기팀은 “동시대 한국 문화를 가지고 오

는 효과”가 있다(file no: 20121103_D). 땅밟기 수준에 머무는 많은 교회

들의 비전 여행을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에 맞춘다면 한국 선

교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MK 교육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타

문화권 상황에서 교육을 하는데는 구체적인 도전들이 있다. 해외에서 

MK들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좋은 자격을 갖춘 교육자들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다. 학교들은 좋은 자질을 갖춘 교사들이 오면 임기를 연장하

고 끝까지 붙들려고 한다. 하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해 

교사들, 기숙사 대리부모/보조스탭, 행정가들은 이 사역에 장기간 헌신

하지 못하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전문성이 계발되고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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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배경의 국제 MK학교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출신 지역을 막론

하고 스탭들의 이직률이 높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20년 이상 

MK들을 위해 헌신해온 서양인 사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배경의 MK학교, 특별히 호스텔 사역자의 경우는 이

직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54 

실제 기숙사 대리부모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을 위한 실제적

인 자질을 언급하면서 자녀가 너무 어리지 않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문제만이 아

니라, 인격적인 성숙성을 함께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타문화 생활과 사역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file no: 20121103_B).

한 미국인 MK 기숙사 대리부모는 대리부모로서의 자질에 대해 언급

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MK들을 잘 섬기려면 “은혜로운 마

음”이 필요한 품성이라고 강조하였다. 마닐라한국아카데미의 교장인 

홍세기 선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그는 “교육은 

성육신이다”라고 말하며, “사랑의 또다른 이름은 긍휼이다”라고 강조

한다(file no: 20121018_C). 이 학교의 한 학생은 “홍 교장 선생님을 만

난 이후에 세상을 향한 분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했다(file no: 20121018_F). 지

구촌고등학교의 신기영 교장, 이지수 실장 부부도 학생들을 집으로 데

려와 장기간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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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한 MK학교에서는 교사의 재직 기간이 길어봐야 2년이고, 교회에서 파송받아야 3년 정도 

버틴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은 종종 교사들에게 “선생님은 언제까지 계실거예

요?”라고 질문한다고 한 MK 교사는 말한다(file no: 20121018_D).



학교 지도부는 학교 정책들을 매뉴얼화하고, 집단적인 학습(organi-

zational learning)을 장려하며, 스탭을 모집을 하고,55 후원금을 모금하

는 등, 장단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임 교사나 스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사역 전 오리

엔테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일정 기간 사역 후에는 경험

을 지식으로 체계화해서 공유하고 후배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적으로 MK들을 위한 교사나 스탭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 MK

들이 많지는 않지만, 인터뷰 대상자들 가운데서는 일반 선교 지망자보

다는 MK 사역 지망자 숫자가 훨씬 더 많아 보인다. 한인 MK 출신으로 

현재적으로 MK 교사로 사역하는 경우로는 알바니아 한알학교의 김선

미 교사가 이번 현장조사에서 만난 유일한 경우였다. 김선미 선교사에 

대해서는 GDQ 학교 행정진 및 학부모들의 호응이 컸는데, MK 출신이

어서 MK들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가 핵심이었다. 많은 MK들이 MK 교

육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

중에 MK들이 성인이 되어 그 경험과 자원을 MK 시스템에 직간접적으

로 환원할 때 MK 교육은 강화될 것이다.56 

국내에서 활동하는 MK 사역자들은 MK 캠프의 참여 기회를 더 늘이

고, 국내 역사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국내 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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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MK 교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MK 사역자들이 현지에 필요하지만,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닌 

경우 MK들에게 한국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주는 등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하다. 국내 MK 사역자 양성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현지로 갈 필요가 있고, 현지에서
도 지속적으로 선배들로부터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하다(file no: 20121102_C). 한 MK 교

사는 교사지망자들이 일반적인 선교 훈련만 받아서는 안되고, MK 사역을 위해 특화된 선

교 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됨을 강조했다(file no: 20121018_E).

56. 격려가 되는 사실은, 점점 더 많은 대학생 및 청년 MK들이 특별히 MK 학생들을 위해 운

영되는 캠프 프로그램에서 어린 MK들을 돕기 위해 자원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수의 성인 MK들은 당장 MK 사역에 뛰어들지는 않지만, 이 사역에 대해 지지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서는 자신들이 겪은 고충으로 인해 같은 과정을 겪을 후배들에 

대해 애석해하는 감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참관 기회도 더 만들면 좋을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에

게 “마음의 고향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file no: 

20121018_A). 동시에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를 집대성해서 온라

인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MK들은 선배 MK들의 체험담 등이 웹사이트 등에 더 많이 올라오길 바

라고 있다.

선교 단체들은 MK 케어 시스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교회들은 

MK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가들의 숫자가 국내에 많지 않기 때문

에, 이들이 해외 선교지와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단기 상담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MK들에게 최신 대학 입학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들을 모집할 필요가 있으며,57 직장을 찾는 

성인 MK들을 전문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도울 직업 상담가들을 동원

할 필요가 있다. MK들 일반, 특히 홈스쿨링을 하는 MK들은 순회교사

들이 와서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단기 자원 봉사자

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 동원가들은 MK들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염두에 두고 MK 케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효과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2세 

선교사 발굴을 위해서 특화된 동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되었다. 선

교사 자녀들의 출신 지역, 세대별 특성, 적성 및 전공을 고려한 전문적

인 동원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앞으로 더 많은 2세 선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MK들 가운데서도 이런 동원 사역을 할 사역자들이 나

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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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한국인 MK 교사들은 특히 가을학기 동안에 한국인 입시정보 전문가가 일주일이라도 시간

을 내어서 학교를 방문해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상담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

한 한글로 에세이를 쓰는 방법을 훈련해주기를 바란다.



선교 전략가들은 선교사들의 사역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극복하

고 선교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그 자녀들의 필요에 대해서

도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전도 종족들을 대상으로 한 개척

선교 전략이 기대보다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자녀교육 등

의 지원 체제가 뒤따르지 못한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선교 전략을 보다 

거시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file no:20130406_A). 지나친 전방 

위주의 전략이 오히려 전방의 고립으로 연결되지 않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58  선교단체 대표들은 정책을 만들고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일과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극단적인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다양한 

관점들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듯 MK 교육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다. 모든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

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함께 노력할 때 개선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한 개인 선교사, 한 

개별 단체의 차원을 넘어 한국 선교 공동체를 생각하는 관점을 더 많이 

가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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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필리핀에서 철거민 공동체 사역을 하는 김영권/이상민 선교사 부부는 이런 말을 했다: “최

전방에 소총수를 보내놓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적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후방의 물자 보급

이 모두 소총수의 책임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은 후방에서 해줘야 효율적인 작전이 수행된
다” (file no: 20121019_A). 유태범 선교사 역시 보급, 지원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file 

no: 20121019_B). 치앙마이에 위치한 호스텔인 푸른초장 사역자인 이강욱 선교사도 호스

텔 등 지원 사역을 통한 필드에서의 선교사 재배치 효과를 강조한다(file no: 20121103_D).

59. 오랫 동안 MK 교육과 케어에 기여해온 백인숙 MK NEST 설립 대표도 MK 사역을 위해 

여러 차원에서 파트너쉽을 이루어 일할 것을 강조하였다(file no: mknest 1). 필자는 개인

주의와 개교회주의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중간에 가로막았다고 보며, 한국 선교에 있어서
도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본다. 보다 거시적이고 통전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지속적인 

발전의 길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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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교육에 참여해온 사람들은 그 문제점들을 나름대로의 정황 속에

서 알고 있지만, 미래의 좋은 실행을 위해서는 MK들의 영적, 가치관적,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문화적, 신체적, 재정적, 조직적 우려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런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유형별로는 다양한 교육적 대안

들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한다. MK 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기대

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교육 유형별로 특성화를 하는 방안이 현실

적일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혀놓은 다음, 자유롭게 최선의 선

택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각자 그 선택에 따른 장단

점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최선 혹은 차선의 방책을 찾는 길일 것이다. 

우리는 MK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분명히 하는 한편, 

그들이 겪는 일에 자신감과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불확실성과 싸우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공적인 MK 교육의 사례들을 접할 때 감사하되, 제대

로 된 교육과 케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도

와야 한다.60  그들이 성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필요를 외면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 과정을 겪어야 하며, 그들의 기회들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MK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한국 선교사 자녀들(Korean MKs)은 하나님 왕국의 일부이다. 하나님

의 주권적인 손길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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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불행한 모습의 MK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요약해볼 때, 인터뷰에 응한 76명의 MK들에

게 자살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5 퍼센트 정도가 스스로 자

살 기도 혹은 충동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 보고서의 통계적인 보고는 표본
이 엄 한 확률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향

후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서 중요한 암시를 한다.



받아들이고 그 왕국의 전진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소홀히 여겨

지지만 사실은 중요하고 장래가 창창한 MK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가

지고 긴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급한 필요들을 정확

하게 다루고, 장기적인 이슈들을 충실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하나님

의 선교(missio Dei)’는 초문화적(cross-cultural)이기도 하지만, 초세

대적(cross-generational)이기도 하다. 

한국 MK들은 하나님의 언약백성(covenantal people)들이지만, 부모

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전방에 서 있는 상처입기 쉬운

(vulnerable) 존재들이다. 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과 다음 세

대에서의 선교를 위한 중요한 사역이고 투자이다.61 이들을 잘 교육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학령별로, 학교 유형별로, 또한 공시적 및 

통시적 관점에서 후속적인 연구가 보다 정밀하게 이어져서 한국선교의 

백년대계(百年大計)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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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 보고서와는 별도로 요약된 보고서가 먼저 영문으로 완성되어 Jonathan J. Bonk ed. 

Family Accountability in Missions: Korean and Western Case Studies (New Haven, 

CT: OMSC Publications, 2013) 라는 제목의 책의 한 장으로 출판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아티클의 제목은 “Korean Missionary Children and their Educational Needs”이다. 이 

요약보고서와 책은 동시에 서울 두란노서원에서 선교사 가정에 대한 책무: 한국과 서구의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2013)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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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교연구원(kriM)

선교사 자녀(MK)의 실태, 필요,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인터뷰 프로토콜(Interview Protocol)

(최종판)

인사: 선교사 자녀들(MKs)의 가족, 친구, 지지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

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서울 목동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한국선교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의 연구원들입니다. 선교사 자녀

들의 친구로서 선교사 자녀들이 처한 현실을 잘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교회와 그

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서 선교사 자녀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목표: 저희의 연구의 목적은 선교사 자녀들이 처한 교육의 환경과 

여건 등 실태(reality)를 이해하고, 그 어려움과 제약 등 필요(needs)를 파악하

고, 나아가서 올바른 정체성(identity)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와 관

련된 대화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궁극적

으로 선교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데 필요한 사항

들을 정리하면서 보다 개선된 MK 교육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개별적으로 선교사 자녀들, 학부모인 선교사들, 

교사 및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인터뷰(informal interview)를 하

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일반화하는 질적연구의 방식을 따를 것입

니다. 표본이나 분석 작업 등 연구의 구체적인 골격은 ‘현장기반이

론’(grounded theory approach)에 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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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듣게 된 내용 가운데 개인의 비

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개인의 신상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자와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공개할 것입니다.

연구 질문들: 
1. MK들의 교육 실태(reality)는 어떻습니까? 

2. MK들의 교육적 필요(needs)는 무엇입니까? 

3. MK들의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정체성 교육)

세부 인터뷰 질문들

행정가/교사들에 대한 질문들    

1. 기본적인 개인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성별, 나이, 결혼 상태, 국적, 

사역 경력, 주된 역할 등.

2.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이념 및 교육 철학, 위치, 설립 연도, 전

체 학생 숫자, 학년 분포, 기숙사 운영 여부 등.

3. 귀 학교의 한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전체 학생 중 한국 학생 숫자 

및 비율, 한국인 교사 유무 (숫자), 전문 상담가 유무, 한국인 상담가 유무, 기숙

사 보모(dorm parents) 유무 등 

4. 귀하의 그 동안의 교육 경험으로 볼 때 한국 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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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의 그 동안의 교육 경험으로 볼 때 한국 학생들의 중요한 필요들은 무엇입니

까? 당장의 시급한 필요(felt needs)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필요 (real 

needs)는? 필요하면 구체적인 학생들의 (익명) 사례, 사건 등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6. 귀하는 크리스천 교육자로서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어떠한 문화적 정체성

(cultural identity)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적 정체성의 합성(hybrid)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귀하는 선교사 자녀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련자

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부모의 역할? 교사 및 교육자의 역할? 

8.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실태, 필요, 정체성과 관련해서 한국의 파송/후원 교회들

이 알고 노력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9.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실태, 필요, 정체성과 관련해서 한국의 파송 기관들이 알

고 노력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10. 기타 - 한국 선교사 자녀들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 대한 질문들

1. 기본적인 개인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성별, 나이, 학년, 국적, 장래 

희망 등.

2. 향후 진학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느 나라, 어떤 학교로 진학 원

하는가?

3. 귀하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들)(values)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5. 선교사 자녀로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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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교사 자녀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7. 귀하에게 가장 편한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한국어, 현지어, 영어 등.

8. 귀하에게 가장 편한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한국 문화, 현지 문화, 서구 문화 

등.

9. 귀하의 문화적 정체성을 한국인(Korean)으로 보는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아

니면 다른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귀하의 문화적 정체성에 합성(하이브리드) 현

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설명, 가능한대로? 귀하의 문화적 정체성이 앞으

로 살아가는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예측?

10. 기타 -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선교사)에 대한 질문들    

1. 기본적인 개인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성별, 나이, 결혼 상태, 가족 

현황 등.

2. 기본적인 사역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단체(팀), 사역지, 사역 경력, 

주된 역할 등.

3. 현재의 자녀 교육 방안/체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4.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점들입니까? 개선점들은?

5. 가장 이상적인(바람직한) 선교사 자녀 교육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 귀하의 자녀들이 어떤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7. 귀하의 자녀들에게서 실제적으로 어떤 문화적 특징들을 발견하십니까? 그런 현

상은 예상한 것이었습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8. 선교사 자녀들에게서 발견되는 문화적 합성(하이브리드)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

으로 보십니까? 왜 그렇게 보십니까? 

9. 선교사 자녀들의 특징적인 문화적 정체성이 가진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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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니까?  선교사 자녀들의 문화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선교행정가로서, 후원자/교회 입장에서? 

10. 기타 -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 가정, 특히 자녀들

의 앞날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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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책임자: 한국선교연구원(kriM) 원장 문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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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MK 사역의 주요 연혁

1993.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주최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정책 협의

        회 개최(경기도 양평, David Pollock, Paul Nelson, 이태웅 박사 강

        사 초청)

1993. 박순남 선교사 한국선교연구원(kriM) 소속으로 MK 연구 시작

1993.12 마닐라한국아카데미 학교설립 이사회 재편 및 학생 모집 및 교사 선발 

 결정

1994.4. 마닐라한국아카데미 본국 정부에 학교 설립을 대사관을 통하여 교육 

 기관을 등록

1994.6.15. 마닐라한국아카데미 개교예배 및 입학식(학생 77명, 교사 26명)

1994.7. 제1회 MK 모국 초청 캠프 

1995.5.15. 마닐라한국아카데미 중등과정 개설

1996.1. ‘MK 저널’ 창간호 발행

1997.2.25. MK NEST 창립 예배(백인숙 대표)

1997.8. 태국 치앙마이 푸른초장 MK 호스텔 개원  

1998.6.5. 울란바타르 MK 학교(UBMK)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998.9.9. 울란타타르 MK 학교(UBMK) 개교(초대 전국천 교장 취임; 학생 

 44명 입학)

1998.9.  제1회 대리부모/호스텔 사역자 워크샵 실시(MK NEST)

1998.10.7. 마닐라한국아카데미 안티폴로 신축 교사로 이전

1999.1. 제1회 MK 교사 선교사 훈련 캠프(MK NEST)

1999.2. KWMA 선교사 자녀(MK) 사역위원회 발족

 (초대위원장 심재식 목사, 총무 김신자  선교사)

1999.2.25. 울란바타르 MK 학교(UBMK) 제1회 졸업식(유치 4 명, 초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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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3. ‘한국 선교사 자녀 핸드북’ 발행(MK NEST)

1999.7. KWMA MK 사역위원회 주최 제1회 한국 MK 연합수련회 개최

1999.9. 부산 지구촌고등학교 설립준비기도회 시작

2000.1.17. 마닐라한국아카데미 필리핀 교육부(DECS)로부터 초등학교 인가 

2000.6.15. 마닐라한국아카데미 필리핀 교육부(DECS)로부터 고등학교 인가

2000.6.  제1회 부모교육 세미나 (MK NEST)

2001. 한동국제학교 설립 (한동대학교 내부 기관)

2001.2. 학교법인 복음학원 부산시 거제동 51번지 일대 1,500평을 지구촌

 고교에 기부

2001.2. GMF 서울 호스텔 ‘장미의 집’ 개원

2001.2.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지구촌고등학교 설립 인가 득함

2001.3. 지구촌고등학교 개교 준비 근무 시작 

2001. 재입국 청년대학생 MK Connection camp

2001.7.19. 울란바타르 MK 학교(UBMK) 몽골 교육부에 등록

2002.1.21. KWMA 산하 기구로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KOMKED) 창립

 (초대이사장 임덕순 목사, 초대총무 김신자 선교사)

2002.3.11. 지구촌고등학교 개교 예배 및 입학식(위탁생 2명 포함 8명의 학생)

2003.1.30. 마닐라한국학교 제1회 졸업식 및 수료식 (12학년 졸업 3명 등)

2003.3. CGN TV ‘미키클럽’(시즌1) 공동제작 (MK NEST 최융 목사)

2004.9.  M&SC 장학금 실시(2011년 MK Connection 장학금으로 변경)

2004.12.30. 지구촌고등학교 제1회 졸업식 (졸업생 14명 배출)

2006.4. MKBN(한인 MK 사역자 네트워크) 설립 

2006.9. 목동 Linsu Hostel 개원 (MK NEST)

2007.3.1. 울란바타르 MK 학교(UBMK) 중학교 과정 시작

2007.8. 치앙마이 ‘GMF 둥지’ 개원

2008.10.  상도동 MK 호스텔 ‘오렌지 하우스’ 개원 (MK NEST)

2009. 울란바타르 MK 학교(UBMK) 중고등학교 몽골 교육부 인가

2010.3.15. 캄보디아 프놈펜 ‘좋은학교’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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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울란바타르 MK 학교(UBMK) 울란바타르시로부터 학교 부지 

 6,000 평 받음

2011.3.8. 마닐라한국학교 생활관 건축 완공

2011.6.29. 마닐라한국학교 교실, 행정동 개관

2011.9. 세종글로벌학교 개교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WEC선교회 한국본부 

 주최)

2011.9. 세종글로벌학교 소식지 창간

2011.9.19. 세종글로벌학교 정규 수업 시작(재학생 총 17명)

2012. 프놈펜 좋은학교 한국 교육부에 재외교육기관으로 등록됨.

2013.10.11.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정책 협의회 20주년 기념 MK 사역 컨설테

 이션(KWMA, 사랑의교회, kriM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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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BSTRACT

Korean Missionary Children and Their 
Educational Needs

Steve Sang-Cheol Moon

he education of missionary children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for all who are involved in mission. If their overseas ministry is to 

be successful, missionaries must have access to a reasonable educational 

option for their children. Educational support systems have not kept 

pace, however, with the remark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Korean 

missionaries. 

The information presented here i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of 

two sorts: first, a quantitative survey I designed that was processed by 

staff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KRIM) in late 

December 2012; second, qualitative research involving field-based 

interviews carried out in nine countries in which 176 members of the 

Korean mission community took part - missionaries (70),  MKs (76), and 

MK educators (30) - during the period of October 2012 through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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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The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  and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after 

transcription and manual coding according to the model developed by 

Vincent Faherty.2 

Three research questions helped to determine the project’s research 

design, the gathering and analyzing of data, and the shape of this 

report. (1) How do the educational realities for the children of Korean 

missionary families differ in various contexts? (2) What problems do 

Korean missionary families face related to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3) In practice, how can the education of Korean MKs be 

improved? 

I. THE REALITIES OF KOREAN MK EDUCATION

Statistics, along with careful, personal listening, help us in understanding 

the educational realities of Korean MKs. In the following, statistical 

66 ■                                                   

1. EunYong Cindy Kim carried  out the interview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The 

remainder of the interviews in seven countries were carried out by Steve Moon with the 

assistance of Hee-Joo (Yoo) Moon and Jung Joo Lee. All are on the KRIM staff. The 
schools covered by our research are  Manila Hankuk (Korean) Academy, Manila, 

Philippines ; Grace International School, Chiang Mai, Thailand;  Black Forest Academy, 

Kandern, Germany; Hanal Korean School in GDQ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Tirana, 
Albania; Dakar Academy, Dakar, Senegal, and Bourofaye Christian School, Dakar, 

Senegal; International Gateway Academy, Istanbul, Turkey; Glovill High School, Busan, 

Korea; Sejong Global School, Cheonan, Korea; and home schools in China and 
Myanmar. Two separate group interview sessions with  a total of  eight university 

students were added later.

2. Vincent E. Faherty, Wordcraft: Applied Qualitative Data Analysis (QDA) (Los Angeles: 

SAGE, 2010), 43–91. 



analysis is accompanied by in-depth qualitative analysis, allowing a 

balance to be maintained between etic and emic approaches.

A Statistical Overview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dministered by KRIM staff in late 

December 2012 show that 19,798 Korean missionaries were working 

with 167 mission agencies in 175 countries.3 These missionaries had a 

total of 17,432 children,4  with the percentage of children at each 

educational level as follows: preschool (16.8), elementary school (22.9), 

middle school (13.4), high school (12.9), college or university (29.1), and 

employed or employable adults (4.9). For Korean missionary parents 

with children of the age for primary or secondary education, the type of 

schooling selected, by percentage, was as follows: local schools (35.9), 

international schools (28.6), schools in Korea (14.6), homeschooling (9.0), 

MK schools (8.9),  and other options (3.0).

Options for MK Education

Six types of schooling are available to Korean missionary kids. 

Field studies suggest that each option ha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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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overseas schools

Schools established by Koreans or Korean organizations, sometimes 

specifically for the education of MKs, are one important option. 

Altogether, a minimum of sixteen Korean overseas schools are 

presently available for the education of Korean MKs. The strength of 

this type of schooling is in furthering children’s Korean heritage, both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Membership in a community of students 

who share a common ethnolinguistic background provides a stepping-

stone for Korean MKs when (or if) they reenter Korea. Overall, the 

expense to parents for this option is much lower than the cost of 

international schools or international MK schools. Korean schools in 

the field, especially those dedicated to MK education, tend to struggle 

to tap the resources needed to maintain staffing levels and facilities, 

lack a knowledge base that is current, and have little long-term 

strategic planning in place. 

International MK schools

Missionary schools founded by American or European organizations 

provide an educational option that benefits increasing numbers of 

Korean MKs. Korean membership of the total student body at such 

institutions ranges between 7.2 and 18.0 percent. The international MK 

schools provide Korean MKs with a Christian worldview and a vision of 

mission that reaches across generations and cultures. International MK 

schools struggle, however, to support a specifically Korean cultural 

identity and need outside assistance if they are to provide systematic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history, and culture. Korean MKs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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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it hard to prepare for entrance examinations for Korean 

universities and for the transfer into the Korean workplace that may 

follow. The cost of international MK schools is much higher than the 

cost of Korean schools either abroad or at home, and as a result Korean 

missionaries often do not see such schools as an option for their 

children.

Other international schools

International schools not devoted strictly to MKs welcome any 

expatriate children and even local children, and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the student body is more complex. Korean MKs are 

found in numerous international schools throughout the world. 

International schools tend to be diverse, and MKs who attend such 

schools are exposed to varied worldviews, religions, and cultures. The 

plurality of this setting can prepare MKs well for their subsequent 

education and social engagement in a secular and heterogeneous 

world. Many international schools are too expensive for missionary 

families to consider.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an international 

school is not always compatible with a Christian worldview or values, 

and Korean MKs seeking to enter a Korean university may find that 

their schooling has lacked critical elements.

Local schools in the field

The most common educational choice for MKs is local schools, 

which provide education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host country. 

Curricula are largely in line with the educational polici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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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f the host country. Advantages of local schools include 

accessibility—missionary children can live with their family while 

attending nearby schools—and costs that are much lower than other 

forms of schooling. Additionally, missionary children can mingle with 

local children, allowing them to develop meaningful relationships 

based on a mutual understanding, an opportunity that is lacking in 

other educational options. The problems of attending local schools 

include a clash of worldviews, in particular in Islamic and Communist 

countries, the often low quality of education provided, and a lack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Schools in Korea

In addition to regular local schools, there are estimated to be over 

230 alternative schools in Korea, and almost half of these alternative 

schools appear to have a Christian background. Attendance at a Korean 

school is a realistic alternative in particular for children who have 

completed their elementary education. They are older now and thus 

can more easily live apart from their parents.  The experience allows 

MKs to begin a program of Korean education at an early stage and 

avoid the difficulties of transferring into that system when older. The 

principal disadvantage of schooling in Korea is that missionary 

children are separated from their immediate family. Additionally, 

Korean schools are not always well prepared to respond to the 

particular needs of MKs. They require dormitories and other relevant 

facilities, as well as effective systems of care and teachers and staff with 

intercultural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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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schooling

The final option for MK education is homeschooling, which for 

many missionary families may be the only realistic option,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high cost of international schools and of the possibly 

inferior quality of local schooling. A significant advantage of 

homeschooling is its flexibility. With their own educational philosophy 

shaping their approach, parents, with their children, can make 

decisions about content, deadlines, resource materials, and learning 

media. Parents’ values can be transmitted to their children effectively 

and intensely through concentrated effort. This alternative educational 

model can be greatly strengthened by external support. A team of 

experts could, for example,  select suitable materials and send them to 

the family, and up-to-date information is essential when decisions are 

being made about university applications. Homeschoolers can gain a 

sense of their progress by objective assessment. A fellowship network 

of homeschoolers can provide a peer group with whom children who 

are being homeschooled can spend time regularly.

II. PROBLEMS IN THE EDUCATION OF KOREAN MKS

Many missionary children struggle spiritually and carry inner spiritual 

burdens that may have to do with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Many MKs feel that, as a result of a decision made by their parents, 

they had to leave Korea suddenly and without the opportunity to 

prepare. MKs who are unhappy in the field may begin to question 

God’s goodness. Healthy spiritual relationships with God an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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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consolidated before MKs reach adolescence.

Linguistic challenges are a hurdle in the education of MKs, 

especially during the first years in a new field. When MKs return to 

Korea on furlough, their Korean language abilities are routinely tested 

by their grandparents and church members, and all too often the 

children are made to feel shame for their deficiencies. Yet at the same 

time teachers at international schools think that many Korean MKs 

need to give more effort to improving their English. Also, many Korean 

MKs feel they should have greater competency in the local language of 

their parents’ country of service.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challenges for MKs are also 

substantial. MKs who attend boarding school may miss their parents 

and siblings. Those who attend local schools often lack close 

friendships. An absence of peer bonding is particularly marked for 

children who are homeschooled. On all fronts, relational satisfaction 

seems very low, which can cause severe loneliness and depression. The 

answer lies in belonging to a network of MKs in a communal 

atmosphere.

MKs often struggle with their cultural identity, which is vitally 

related to one’s sense of self and one’s pattern of behavior. The quest 

for a singular cultural identity is increasingly challenging in this 

acceleratingly globalizing world. Identities are always in the process of 

becoming. MKs’ multiple cultural identities surface especially on their 

reentry to the home country. Cases of acute discomfort upon entering 

the home culture need to be understood as trauma that must be 

acknowledged and treated wisely.

Korean missionary children may find the food in dormitories and 

hostels unfamiliar and of poor quality,  which raises concern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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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nutrition. Occasional Korean meals served by Korean staff serve 

to good purpose. Good facilities in some international (MK) schools 

support physical fitness and provide a source of fellowship for MKs. 

Financial problems are experienced by almost all Korean 

missionary families. Only a small number of Korean missionaries have 

been able to afford education insurance or other plans that help parents 

prepare early for the high cost of a university education. The large 

majority of MKs whom we interviewed hoped to earn well in the 

future, seeing such income as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support 

their parents and contribute to the world. Interviews have led me to 

hypothesize that children of missionaries who have been securely 

supported by churches, fruitful in ministry, and respected by local 

Christians are more likely to see missionary service as a positive career 

path that they themselves might follow.

MK education needs stronger practical foundations. Existing 

schools would benefit from improved facilities. With an increased 

number of Korean MKs attending international mission schools, 

Korean churche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open to requests for 

support from such schools. Qualified individuals with awareness of 

Korean-specific needs could serve as teachers, dorm parents/assistants, 

and administrators. 

III.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MK 
EDUCATION

Stakeholders in MK education need to define and refine their 

educational philosophy. Glocal changes that might affect MK education 

 Korean Missionary Children and Their Educational Needs  ■ 73



must be acknowledged.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how spiritual, 

ethnic, and cultural identities are shaped. The MKs considered by this 

study are spiritually God’s children, ethnically Korean, and culturally 

global citizens.

We must restore optimism that the complex goals of MK education 

can be achieved. Currently, MKs may sense that they belong to neither 

the home culture “A” nor the host culture “B,” but only to a third 

culture “C.” When coined in the early 1950s, the term “third-culture 

kid” lacked its current positive connotations that stress the child’s 

intercultural adaptability and competence. Successful educational 

missionaries can help ensure that MKs belong to both the home culture 

“A” and the host culture “B,” and thus in practice to a hybrid culture 

“AB.” I suggest that such processes would allow us to replace the term 

“third-culture kid” with “hybrid-culture kid.”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mission of MK education should be updated along these 

lines.

Korean missionaries need to plan their children’s education wisely 

by making informed decisions.  A vague fideism among some Korean 

missionaries has been seen to hinder appropriate planning, effective 

preparation, and practical support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ffordable best practice should guide decisions about MK education, 

which should be tailored to the situation of individual missionary 

families.

Missionary children need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realities of 

their lives and education and appreciate what is available to them. An 

MK’s spiritual heritage, cultural capit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are 

very rich and will provide him or her with opportunities later in life. In 

overcoming difficulties earlier in life,  MKs will build up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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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s. Insofar as MKs internalize their identities and develop 

coping strategies,  they develop psychological strengths and an 

emotional stability that will serve them well in unfamiliar situations.

A more nuanced approach will overcome the stereotypes of an 

idealized missionary life and will encourage Korean churches to 

upgrade their mission programs to take into account the details of 

missionary life, including the realities for MKs. Local churches should 

set aside a portion of their mission giving as support for lay 

missionaries who work with MKs, for missionaries who lack a 

denominational background often find it hard to raise financial 

support. MKs attending university in Korea need more hostels and 

scholarships available for them while they are away from their parents.

Developing the skills of MK educators is essential. Because of 

factors often beyond their control, teachers, dorm parents/assistants, 

and administrators tend not to stay in this minis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which inhibits the development and accumulation of expertise. 

MK education would be strengthened if adult former MKs fed their 

experience and resources back into the MK system.

Mission agencies need to reinforce systems for MK care. Mission 

agencies should recruit education specialists who can provide MKs 

with up-to-date information about university admission and career 

counselors who can guide job seekers creatively. Short-term volunteers 

can play a significant part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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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MK education are aware of its 

problems, and future good practice must address their spiritual, 

linguistic, emotional, psychological, cultural, physical,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concerns. It is only right that we clarify for MKs what is 

expected of them and that we teach them to have confidence in what 

they do, to cope with uncertainties, and to appreciate what they are 

given. Korean missionary children are part of God’s kingdom. People 

who accept the lordship of God and desire the progress of his kingdom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is often marginalized yet auspicious 

group of people. We need to address urgent needs astutely and deal 

with long-term issues faithfully. God’s mission is both cross-cultural 

and cross-generational. Korean MKs are God’s covenantal people, but 

they are vulnerable as they stand with their parents on the front lines of 

the missio De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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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2/3세계’로 옮겨감에 따라 많은 영역에

서 변화에 따른 대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기존의 서구 중심 선교체제

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들은 ‘2/3

세계’의 독특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서구 

선교의 과정 속에서 이미 경험한 것들도 있다.

선교사의 사역에 있어서 자녀교육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선교사의 관계의 문

제(동역자와의 관계 및 현지인과의 관계)와 자녀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다. 이 가운데 관계의 문제는 선교사 훈련의 요소로서 쉽게 발견되고, 

선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자녀교육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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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한국선교연구원 간 현대선교 시리즈 2호(1992)에 실린 글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은 부모의 헌신을 자녀에게 그

대로 강요할 수 없는데다, 선교사라고 해서 부모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교사도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애착은 일반 

부모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선교사의 자녀교육은 본국 문화에서 성장한 부모가, 현지에서 자녀를 

교육받게하며 그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자녀들이 

본국에 돌아와 교육을 받거나 사회생활을 하려고 할 때 무난히 적응하

도록 도와야 한다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군다나 선교사들이 처

한 상황도 다양하고, 부모의 기대나 목표도 다른 만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않다. 이 문제는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 글에서는 선교사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초한 

기본적인 해결 방향과 역할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	
��������������������  2장.���������	
��������������������  선교사���������	
��������������������  자녀(MK)에���������	
��������������������  대한���������	
��������������������  이해

선교사 자녀(MK: Missionary Kids)의 교육 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교사 자녀들이 처한 독특한 상황을 이해해야

만 한다. MK의 성장과 환경 조건에는 혜택과 제약이 동시에 있다. MK

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World Christian)으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

력을 가지고 삶의 본질적인 영역이며, 성장과 발전의 토대인 정체성

(identity)의 확립에 있어서 당장 혼란과 분열을 경험한다. 따라서 MK

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면을 동시에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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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K의���������	
��������������������  가능성

문화적 유연성은 MK의 고유한 자질이며, 교회로서는 귀중한 자원이

다.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이미 기성세대의 문화적 한계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 다중 언어능력 등

의 면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로서는 이것이 다음 세

대 선교를 위한 귀중한 자원임이 분명하다.2 문화의 이질성은 현대의 첨

단 기술로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의 

경험은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장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선교사 자녀들이 아픔을 통해 얻은 또다른 가능성은 국제화이다. 선

교사들이 다양한 국적을 가진 공동체이며, 선교사 자녀들은 그 누구보

다도 쉽게 국제화를 습득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외교

관의 자녀나 무역상사 직원의 자녀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만, 선교사 

자녀들은 훨씬 더 강한 유대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안정된 여건 가운데서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사들의 공동체를 통해 보다 더 성경적 세계관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르는

데 있어서 선교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현장에서 

살면서 성숙하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철학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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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Ks are the  greatest resource potential we have for the future of evangelical foreign 

missions. Let's not lose them…" - Phlip. M. Renicks, "One Mission's Ratinale For 

Sponsoring A School For MKs", Compendium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ssionary Kids(West Brattleboro : ICMK, 1986). p. 271.

   "…the MK is himself a resource, and a very major one, in God's great purpose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 Carol Richardson, "The Resources of MK", 
Compendium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ssionary Kids(West Brattleboro : 

ICMK, 1986).



다. 특별히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위한 사역의 현장은 이들에게 복음적

인 목표의식을 심어주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하겠다.

현지인과의 관계, 다른 선교사(자녀)와의 관계, 본국 교회와의 관계 

등 선교사 가정이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는 인격의 형성과 사회인으로서

의 성장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것은 또한 다양한 사

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사역자로서의 인격을 갖추는데 적합한 훈

련이 될 것이다. 특별히 기숙사 생활을 하는 MK들의 경우에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팀 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교사 가문에서 자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Ⅲ세(전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총재)와 2대째 남미 선교사인 윌리엄 테일러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선교분과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많은 

MK 출신 선교사들을 보면서 MK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2/3세계” 출신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예가 많이 나

올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다.

2.���������	
��������������������  정체성의���������	
��������������������  위기(identity���������	
��������������������  crisis)

위에 열거한 MK의 가능성은 어느 한 부분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얻

어진 혜택이다. 그러므로 이 가능성에는 정반대의 어려움과 위기가 공

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identity)의 문제

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힌다. 정체성의 문제는 종종 극한 상황으로까

지 발전하여 선교사 자녀의 삶에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목회자 자녀들(P.K.)도 잦은 이사로 정서적인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선교사 자녀(MK)의 경우에는 동일 문화권이 아니라 타문화권으로 이동

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다. 선교지 입국 전 단계 훈련 시부터 계

속되는 선교사 공동체의 영어 문화권, 선교지 문화권, 그리고 본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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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사이를 오가며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은 ‘제3의 문화권

의 아이’(third culture kids)로서 독특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다. 본

국사역 등으로 본국과 선교지를 오가는가 하면, 부모와 교사 혹은 기숙

사 보모, 본국의 친구와 현지인 친구 및 동료 MK들의 문화가 모두 다른 

가운데 잦은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무관심 속에 방치

해 둔다면 극한적인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목회자 자녀들과 마

찬가지로 이들은 특별히 부모들이 사역에 몰두하여 자녀들을 위한 시간

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자녀들의 내밀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

거나 깊이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처를 못할 수가 있다.

실제로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는 본국에 재적응하지 못하고 마음의 고

향을 찾아 선교지로 돌아가서 그곳의 유흥가에서 방황하다가 타락하는 

경우, 자녀가 결혼 적령기에 가까워질수록 현지인과의 결혼을 반대하

는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 남모르는 방황 끝에 자살하는 경우 등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부모들이 너무나 바쁜 나머지 자녀들이 극한 상황

에 다다를 때까지도 전혀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처

럼 마음의 고향이 없다는 것은 선교사 자녀의 삶에 있어서 뿌리깊은 문

제이다. “나는 어느 곳에서도 고향을 느낄 수 없지만, 어느 곳에서나 조

금씩 고향을 느낀다.”(I am not quite at home anywhere and somewhat 

at home everywhere.)는 펄벅의 고백에서 처럼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3 정체성의 문제는 꼭 극한 위기 상황 때문

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

소가 된다. 복잡하게 얽힌 요소들 가운데서 과연 어느 문화권의 사람으

로 성장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 

본국 사회에 재적응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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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ther Schubert, "Keeping Third-Culture Kids Emotionslly Healthy : "Depression And 

Suicide Among MKs", Compendium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ssionary 

Kids(West Brattleboro:ICMK, 1986). p.102.



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 자

녀들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느 하나를 간단히 선

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본국과 선교지 그 어느 곳의 문화도 

그들을 완벽하게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중정체

성(Multiple identity)을 인정하고 MK들의 문화권을 하나의 독특한 ‘제

3의 문화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의 선택도 단

순하게 한두 가지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여건을 전

문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 개인의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 방향은 획일적일 수가 없고 개인의 자질과 여건에 맞추어 결정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선택방안(options)을 확보하고, 현실적으

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  한국���������	
��������������������  선교사���������	
��������������������  자녀의���������	
��������������������  가능성과���������	
��������������������  위기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특성 중의 한가지는 단일문화권에서 오는 상

대적인 폐쇄성이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

것은 일반 MK 교육에서 한국문화의 독특한 요소로 인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기

회라고 하는 것은, 단일 문화 속의 한국교회가 가지는 타문화 사역의 어

려움이지만, 제2세대 선교사들의 활약을 내다볼 때 MK들은 한국교회

의 축복된 자원이 아닐 수가 없다. 반면에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 선

교사 자녀들이 국제화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수록 한국문화에는 적

응하기가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의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의 교과과정은 근본적으

로 서구의 교육체제를 깊이 반영했으므로, 서구사회로 진입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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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적절한 것일지는 몰라도 입시를 위주로 하는 한국의 교육 현실

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국에서 대학 진학하는 것

을 포기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교회

의 자원으로 남는데는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어느 

곳에도 깊은 연고를 두지 못하는 불행을 의미한다. 능숙한 영어 구사에 

약점을 가진 기성세대의 선교사들은 흔히 그 자녀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고 국제화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면을 보지 못하기가 

쉽다. 그러나 진정으로 헌신된 선교사라면, 자녀의 외적 조건보다는 내

적 행복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나아가 자

녀를 한국교회 공동의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 이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제���������	
��������������������  3장.���������	
��������������������  한국���������	
��������������������  선교사���������	
��������������������  자녀교육의���������	
��������������������  목표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과연 MK교육의 목

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인가가 이슈이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

이다. 선교사들도 일반 학부모들과 꼭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MK교육

의 목표에는 영적, 사회적, 정서적인 면 등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할 것

이다.

첫째, MK들이 근원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적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내세울 때 입시위주의 한국교육 현실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보다 큰 비전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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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MK들이 한국교회의 장래의 일군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한국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역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별히 교회는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동시에 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

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국교

회가 2/3세계의 선교 주역으로서 선교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지

도적인 위치에 서는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넷째, 일관성있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MK들이 문화충격과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도록 전인적 보호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전문가 양성 등 보다 더 세밀한 투자가 요청되는 것이다.

위의 기본 목표들은 다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목표들이기도 하지

만,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MK교육의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또한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수록 균형있는 가치판단과 함께 일관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하겠다.

제���������	
��������������������  4장.���������	
��������������������  한국���������	
��������������������  선교사���������	
��������������������  자녀교육���������	
��������������������  현실

한국 선교사의 자녀교육 현실에 대한 조사는 개별 선교회 차원에서는 

진행한 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파악한 기회는 아직 없는 

것 같다. 다만 지난해에 세계복음주의협의회(World Evangelical 

Fellowship)의 선교분과위원회에서 2/3세계 선교회와 선교사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본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한국인 선교사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대행한 적이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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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명(1989년 말 기준)의 전체 한국선교사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

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고 설문 내용도 자세하지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몇몇 선교회를 제외하고는 한국선교회의 현실이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

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대책을 세워볼 여유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었다. 설문조사 의뢰를 받은 6개 선교회 중에서 충실하게 응답한 4선교

회는 대체로 규모와 역사 그리고 전문성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선교

회들이었다.

이 4개 단체는 교단 소속으로 예장(합동)선교부와 예장(고신)선교부, 

초교파 선교회로는 사단법인 한국해외선교회 성경번역선교부(GBT)와 

아시아선교부(KOMF)로, 이 4개 단체의 총 선교사 숫자는 471명(214가

정, 미혼여성 40명, 미혼남성 3명)인데 상호 중복된 숫자를 제외하면 전

체적으로 약 400명 정도(190가정)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 4개 단체 소

속 선교사들의 총수는 전체 한국선교사 24-29%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 

설문조사가 미흡하나마 한국의 비교적 크고 안정된 선교회의 자녀교육 

현황을 반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조사 결과는 한국선

교사의 일반적 현실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하지만, 규모와 전문성 면에

서 다소 앞선 선교회들의 자녀교육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참

고자료는 될 수 있겠다.

1.���������	
��������������������  한국���������	
��������������������  선교사���������	
��������������������  자녀���������	
��������������������  현황과���������	
��������������������  교육���������	
��������������������  현실

이 네 선교회의 선교사 자녀 총수는 450명으로 남자가 239명(53.1%)

이고 여자는 211명(46.9%)이었다. 그리고 이 네 단체 소속 선교사 가정

의 평균 자녀수는 2.1명이었다. 선교사 자녀 숫자를 연령별로 분석해보

면, 5세에서 10세 사이가 191명(42.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1세

에서 15세가 82명(18.2%), 20세 이상이 60명(13.3%), 16세에서 19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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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47명(10.4%), 3세에서 4세가 39명(8.6%), 2세 미만이 31명(6.8%)

이었다. 현재의 5세에서 10세 사이의 자녀들이 숫적으로 가장 많은 상

황을 참고로 할 때 이들이 중등학교에 진학할 시기에 접어드는 5년 후에

는 지금보다 여건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5

년을 한국선교사들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해야할 중요한 시기로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표1 참조).

<표 1> 4선교회 선교사 자녀 현황(연령별, 성별 분포)

                                                    

설문조사 방법은 선교단체에 대한 설문과 소속 선교사들에 대한 설문 

두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각 선교회별로 4가

정씩 모두 16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16가정은 타문화

권 사역 경력에 있어서는 평균 6.1년, 자녀수는 평균 2.4명, 결혼 연수

는 평균 10.3년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결과적으로 사역경험이 대체로 4

년이 넘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며, 이중 상당수는 본국사

역으로 국내 체류 중인 선교사들이었다(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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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성 별 남 여 합계(비율;%)

1 - 2 16 15 31(6.8)

3 - 4 17 22 39(8.6)

5 - 10 114 77 191(42.4)

11 -15 39 43 82(18.2)

16 -19 26 21 47(10.4)

20 이상 27 33 60(13.3)

총계 239(53.1%) 211(46.9%) 450(100)

���������	
��������������������  (단위:���������	
��������������������  명)

(이상은 합동선교부, 고신선교부, GBT, KOMF 선교사 자녀들의 현황임)



<표 2> 선교회별 가정/자녀 현황

16가정의 자녀 총수는 39명인데, 취학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재

학생이 20명으로 전체의 51.2%이며, 미취학이 14명으로 35.8%, 중등학

교가 3명으로 7.6%, 대학 이상이 2명으로 5.1%였다. 이 39명 가운데 선

교지에서 출생한 자녀는 12명인데 비율적으로는 30.7%가 선교지에서 

태어난 MK인 셈이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첫 아이를 낳은 가정도 2가정

이 있는데, 2가정 모두 사역 시작 2년 후에 첫 아이를 낳은 경우였다(표

3 참조).

<표 3> 학교별 자녀 현황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자녀교육 방법을 선택할 때는 선교사 자녀

(MK)들을 위한 학교(MKschool), 일반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현지학교(national school), 가정학습(home schooling) 등이 있었다. 한

(이상은 예장합동, 예장고신, GBT, KOMF 선교사 자녀들의 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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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                   현황 대상 가정수 평균사역 경력 평균결혼연수 평균자녀수

예장(합동) 선교부 4가정 8.7년 14.7년 2.2명

예장(고신) 선교부 4 4.2 7.7 2.5

아시아선교부(KOMF) 4 6.2 11 3

성경번역선교부(GBT) 4 7.7 5 2

합  계 16 6.1년 10.3년 10.3

성별            학교 미취학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합 계

남 7 7 1 15

녀 7 13 3 1 24

합  계 14(35.8%) 20(51.2%) 3(7.6%) 2(5.1%) 39

���������	
��������������������  (단위:���������	
��������������������  명)



국선교사들의 자녀교육도 대개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는데, 각 학교 

유형별로 얼마나 많은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볼 때 한국선교사들은 

서양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나 일반 국제학

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2.���������	
��������������������  한국���������	
��������������������  선교사���������	
��������������������  자녀교육의���������	
��������������������  문제점

가. 선교사 훈련 면 

위의 4개 선교단체는 한국 선교회들 가운데는 대체적으로 선교사의 

가정생활을 돕는 면에서도 선교사 훈련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응답한 4개 단체 중 2개 단체는 전가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그 중 3개 단체는 선교사 자녀들만을 위한 프로그

램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에 응한 16가정 중 

9가정이 어떤 형태로든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선교회를 통해 가정생활

을 위한 훈련을 부분적으로 받았으며, 1가정은 개인적으로 가정생활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답변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6가정은 선교지

를 떠나기 전에 가족 전체를 위한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

다.

그러나 이 선교회들의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훈련의 요소를 자유롭

게 기술하게 했을 때 선교학, 팀사역(인성훈련), 대인관계 훈련, 타문화 

의사소통, 언어학/언어습득, 사역 오리엔테이션, 선교회의 재정원칙, 

기술 훈련 등이 강조된 반면,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

지 않았다. 가정생활 중에서 부인의 역할을 위한 훈련에 대해서는 인식

이 있는 반면, 선교지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적 훈련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선교회들은 선교사들이 선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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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떠나기 전과 안식년에 재입국했을 때 선교사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선교회의 정책적인 면 

위의 4단체는 선교사 자녀교육에 대한 정책 면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

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선교사 숫자가 많고 역사가 오래된 선교회일수록 일관성있는 대

책 없이 각 선교사들이 사정에 맞추어 결정하도록 하는 수동적인 입장

을 취하고 있었다. 국제적인 선교단체와 협력하는 선교회의 경우 선교

사 자녀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미나 등을 통해 해결

점을 찾아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 선교사의 가정생활 면 

선교사의 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주거환경(3/16가정)

이나 경제면(생활비, 1/16가정) 등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의 어려움보다

는, 가족 간의 관계(7/16가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자녀교육 문제

(16/16가정) 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호소한 가정이 5가정,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대답한 가정이 3가정이었다. 응답한 16가

정 중 16가정 모두가 한국선교사에게는 자녀교육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대답했으며, 그 중 14가정은 바로 자신이 그 문제에 어려움을 실

제로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우려한 바가 이미 현실로 나

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선교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또다른 문제는 사역과 가정생활의 균형

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16가정 중 12가정이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

을 가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어려움과 

관련되어 6가정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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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교사들은 대체로 본국의 지원시스템이나 현지책임자(area director)

제도 등이 전문화되 어 있는 국제선교단체 소속의 경우가 많았다. 그리

고 자녀교육을 포함한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가정도 9가정이나 있었다. 일부 선교회에서는 본부의 책임자가 선

교지를 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선교사들을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려

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선교회들과 교회

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전문상담가를 보내어 

문제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라. 안식년의 문제

선교회들은 선교사의 안식년 시의 어려움으로 주택, 자녀교육, 선교

지보다 높은 생활비, 환경의 변화(공해), 질병, 생활양식의 변화(바쁜 

도시생활 가운데서의 소외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설문에서는 

응답한 16가정 중 10가정이 안식년으로 귀국할 때 본국 문화에 재적응

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선교지에 나가있는 동안 너

무나 많이 변해버린 본국생활에 대해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

인 프로그램(re-entry program)을 갖춘 단체는 없었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M.S.의 에스도 슈베르트가 권유한 대로 선교사들이 안식년으로 귀

국할 때 마다 가급적이면 한지역과 같은 교회를 중심으로 안정된 생활

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심어주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4  그러나 한국선교사들은 본국에서도 너무나 바빠서 사실상 

‘안쉴년’을 보내고 있고, 자녀들을 위한 시간은 선교지에서 처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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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식년을 차기 사역의 준비보다는 대

부분 전기 사역의 홍보를 위해 보내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선교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부

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지에

서 자라면서 자신의 부모가 본국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생각

한다. 그래서 안식년으로 돌아올 때 자기 가정이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막상 귀국했을 때 기대와 상상과는 달리 자신의 부모

가 교회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때 자신의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MK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충격일 것이다.

제���������	
��������������������  5장.���������	
��������������������  한국���������	
��������������������  선교사���������	
��������������������  자녀교육의���������	
��������������������  과제

이상에서 다룬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의 목표와 현실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부모, 선교회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1.���������	
��������������������  부모의���������	
��������������������  역할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부모의 가치관과 삶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선교사 자녀라고 해서 이 점에서는 예

외일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선교사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임과 역할은 그 부모에게 있다.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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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을 수 있으려면 먼저 부모들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역할을 

다해주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녀들에 대해 일관성있는 

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정체성 형성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한국교회

의 자원으로서의 자녀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World Christian)의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하는 목표의식의 있어야 하겠

다.

둘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사역에

만 전념하면 된다는 생각은 변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아버지들

은 사역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등에 대해서는 

교사선교사들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가

정학습(home schooling)을 주도하면서 최대한 보충하려는 자세가 필요

하다.5

2.���������	
��������������������  선교회의���������	
��������������������  역할

선교사 자녀교육은 그 당사자인 부모들의 역할만으로 해결하기 곤란

한 문제임은 이미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선교회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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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교회들은 선교사들의 복잡한 여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다양한 

선택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인 연구를 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교사들의 자녀교육 실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가정학습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교사 선교사를 

훈련, 파송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크리스챤 교사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집 노력이 필요하다. MK 교육의 여러 가지 가능

성 중에서 필릭 레닉스(Phlip M. Renicks)가 평가한 대로, 일반적으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MK boarding school)가 가장 좋은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6 그러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선교사 자녀들의 

일반적인 어려움은 인격적인 사랑을 받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같은 문화권에서 온 교사 선교사나 기숙사보모가 있을 경우 이러

한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 한국어, 한국문화와 한국역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필리핀의 페이쓰 아카데미(Faith Academy)

같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boarding school)에 한국인 학

생들을 위한 전용 기숙사를 확보하고 이 기숙사에 보모를 파견하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선교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나, 국제적인 선교사 자녀 

학교(MK Boarding School)에 보낼 수 없는 경우를 위해서는 순회교사

(itinerant teacher)를 보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는 위

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s)의 경우처럼 교육

자료실을 확보해서 교사가 없는 기간에도 계속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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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선교회들은 상담센터의 설립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역의 모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

는 Link Care Center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12명의 

상담 전문가(4-5명의 크리스천 심리학자들 포함)들이 선교사 가정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하여 MK를 위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해 이곳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선교지 출발전 훈련

(pre-field training)이나 안식년을 위한 재입국 훈련(re-entry program)

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은 선교사는 185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담사

역은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선교사 가정에 다가올 사건

이나 환경에 대해 준비시킨다는 점에서 예방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한국선교사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 선교사들이 모두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

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선교회들은 또한 한국의 독특한 입시제도에서 오는 고층을 

완하하기 위해 교육제도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현실적인 문제로서 선교사 자녀도 대학입학 시험에 외교관이나 종

합상사 직원의 자녀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정부 청원을 

하는 일 등을 여러 선교회들이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개별선교회들이 따로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고, 효

과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 선교회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  모교회/���������	
��������������������  후원교회의���������	
��������������������  역할

선교사 자녀교육에 있어서 모교회나 후원교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

하다.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주체로서 그 선교사의 삶과 사역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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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뒷받침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선교

회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역교회의 지원 없이는 

그러한 계획들을 수행할 수가 없다.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인

적, 물적 자원은 교회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음

과 같은 실제적인 분야에서 선교사 자녀교육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회는 교사 선교사(기숙사 보모 포함)를 발굴하고 후원하는 등

의 인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 선교사의 배출을 격려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일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원하는 인식이 중요하다.

둘째, 교회는 선교사 자녀교육과 관련한 선교회의 프로젝트를 검토하

고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선교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백년대계가 될 것이다.

셋째, 교사의 자녀교육 문제는, 교회가 선교사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특별히 안식년을 맞

아 귀국하는 선교사들에게 교회는 여러 모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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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교사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안목이 더욱 필

요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개인에게 맡겨둔 채 조직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

실하다.

선교사 자녀교육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효과적인 선교를 하

기 위해 꼭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은 개별 선교사의 사정에 맡겨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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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므로써 풀어

야 할 숙제이다.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

교사, 선교회, 교회가 한국선교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각각 그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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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후기

“이 연구의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했다. 현장에서 그 이야기

들을 직접 들을 때, 또 녹취 자료를 통해 다시 읽었을 때 선교사 가정에 있어서 선교

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큰지 더욱 잘 알게 되었다. 그만큼 책임감도 느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대변인 역할을 주문하는 학부모 선교사들, 절제하면서도 솔직하게 

성숙한 제안을 해준 선교사 자녀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좁은 길을 걷는 MK 사역자

들, 그들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최선을 다해서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후

원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함

께 길을 찾는 노력을 했다. MK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희망을 

본다. 지금의 MK들이 교회와 선교의 주역이 되는 다음 세대에는 모든 여건이 더 나

아질 것이고, 더 향상된 모습으로 MK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이 연구 과정은 

저에게 복된 영적인 순례길이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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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상철���������	
��������������������  ���������	
��������������������  kriM���������	
��������������������  원장���������	
��������������������  -

“태국과 필리핀에서 만났던 MK들, 선교사님들, MK교육선교사님들과의 인터뷰

는 때로는 솟아나는 기쁨과 흥분으로, 때로는 가슴을 저미는 아픔과 애잔함으로 와

닿았다. 지금도 땅끝의 한귀퉁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며, 부모로

서, 선생님으로, 자녀로서 처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그분들을 위한 외침이 되길 바란다. 선교지에 그분들의 얘

기를 들으러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해하는 선교사님들을 뵈며, 그분들의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절박한 필요가, 그분들의 소리없는 삭여진 아픔이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와 후원자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한다. 이번 연구가 이루어지기까지 귀한 도

움을 주신 사랑의교회와 KRIM 가족들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

린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번 연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이

다.”                           -���������	
��������������������  김은영���������	
��������������������  kriM���������	
��������������������  상임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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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먼 길을 떠나게 되어 과연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까 하

는 염려 가운데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막상 MK들과 교사 선교사, 기숙사 대리부

모 선교사들을 만나는 동안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부모

들과 떨어져서도 씩씩하게 아픔을 딛고 성장해 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부

모같이, 친구같이 돌보면서 주님 나라의 한 구석에서 성실하게 사역하고 계신 분들

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만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

나님을 너무도 가까이서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내 자신이 나음을 입는 경험을 하였

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먼 이국 땅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감당해 내고 있는 사랑스런 그 아이들을 한번 더 꼬옥 안아주고 싶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승리의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

국 선교의 앞날에 조그마한 발걸음이 떼어지기를 기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

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	
��������������������  유희주���������	
��������������������  kriM���������	
��������������������  연구위원���������	
��������������������  -

“중국과 미얀마 리서치를 통해 MK들을 만나면서, 무엇보다 한국의 교육 현실

에서 모든 과정을 마친 개인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일반적

인 아이들이 경험하는 교육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배움을 채워나가야 하기에, 기

본적인 학업의 필요를 위해 학업 자체 이외의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

들이 많다는 것과 비슷한 연배의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해당 시기에 마땅히 누려

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객관

적인 입장에서 MK들이 분명히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감

사와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삶과 관계에 대한 

건강한 고민이 있었다. 한국의 또래 아이들은 학업의 성취와 목표 달성을 위해 내몰

려지기에 부모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기도 힘들고, 고민이 있어도 그걸 나누고 깊

이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이 땅의 아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

움이 있기에 MK들의 상황에 대한 부러운 마음도 교차하게 된다. 비록 눈에 보이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은 부족할 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MK 

들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바라건

대 MK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 채워야 할 그들의 필요를 하나

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나가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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