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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CHRISTIAN
LEADERS THROUGH CAMBODI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Chang Soon Son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This paper is about fostering Christian leaders and missionary roles in Cambodia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n Cambodia. The researcher emphasize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in Cambodia, a Buddhist country, and aims to present
missionary strategies through them.
Cambodia is located in Indochina, southeast of Asia, and has a painful history of the Killing
Fields. In 1976, a Chinese-backed Khmer Rouge leader, Pol Pot, killed at least one million Cambodians
by 1979, systematically sweeping the educated middle class and most of those who seemed enemies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Cambodia had lost many leaders who could influence society as a whole and
this remains a serious social problem to date. This study will address the importance of th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n Cambodia and provide an alternative to its missionary role by analyzing data and
surveys on the El Dream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and the operation and results of the Cornerston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n particular, in order to present realistic alternatives, we will focus on El
Dream School,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n Phnom Penh, where the researcher lived, and conduct a
survey on the opinions of students and parents. The researcher wants to inform of the need for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throughout Cambodia and convey that these schools can have a direct impact on the
missionary strategy of Cambodia.

Abstract length: 231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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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CHRISTIAN
LEADERS THROUGH CAMBODI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캄보디아 기독국제학교를 통한 크리스천 리더 양성과 선교전략에 대한 연구: 캄보디아 엘드림
기독국제학교를 중심으로

Chang Soon Son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0
Mentor: Dr. Justin Yoojung Lee
본 논문은 캄보디아에 세워지고 있는 기독국제학교의 운영을 통한 캄보디아의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과 선교적 역할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자는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기독국제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독교학교를 통한 선교전략을 제시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캄보디아는 아시아의 동남쪽 인도차이나 반도에 자리한 나라로 킬링필드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1976년 중국의 지원을 받은 크메르루즈의 지도자 폴 포트 총리는 교육을 받은
중산층 계급과 정부의 적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소탕함으로 1979년까지 최소
100만의 캄보디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사회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상실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에 세워진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자료 및 설문과 깜뽓지역 코너스톤
기독국제학교의 운영상황 및 결과물을 분석 종합함으로 불교국가 캄보디아에 기독국제학교의
중요성과 선교적 역할에 대해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현실적 대안 제시를 위하여 본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캄보디아 프놈펜에 기독국제학교인 엘드림 학교를 집중 연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캄보디아 곳곳에
기독국제학교의 필요를 알리고자 하며, 기독국제학교가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의 선교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달할 것이다.

초록 길이:

148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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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training of Christian leaders and missionary capabilities
through th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established in Cambodia. Given the history of
missionary work in Korea,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Christian schools were the mainstay
of missionary work along with churches. Many famous schools in Korea were built by
missionaries who entered Korea in the past. According to the religious figures of Christian
schools established from 1885 to February 1910, the old and new denominations totaled 796,
including the number of Presbyterians with 501, Methodist with 158, Anglicans with 4, Sabbaths
with 2, unknown sects with 84, and Catholics with 46. As of November 1909, there were 2,236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 the Korean Empire, and the fact that the number of Christian
schools accounted for about one-third of them indicates that Christian school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Korea's modern history.
The researcher studied Christian schools in Cambodia because he saw the importance and
need for Christian schools in Cambodian missions while staying there as a missionary. The
Khmer Rouge Communist regime, which was carried out by then leader Pol Pot between 1975
and 1979, exterminated most Christians and intellectuals, and many Protestant missionaries left
Cambodia. Since then, the reign of the Communist Regime of Vietnam (1979-1989) has lasted
for 10 years, and Cambodia has entered a dark era in churches, education, and all social
structures. After the defeat of the Khmer Rouge in 1979, the total number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Cambodia was less than 5,000, and more than 1,000 of them were transferred to
government administration. Currently, the most urgent problem in Cambodia is education.
xxi

Although public schools are located in different regions, most of them are influenced and
supported by Buddhist temples. Despite such great difficulties, Cambodia is now a land of great
opportunity. It not only borders Thailand, Vietnam, and Laos, but also is close to Malaysia and
Indonesia. All of these countries are largely influenced by Buddhism and Islam. Most
importantly, Cambodia is a country where missionaries can still enter without much difficulty
and can work free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urrently, Cambodia has more than 90% of its
population consisting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under the age of 54. In other words, growing
children and teenagers make up a large part of the country, and if they grow up to be Christians
armed with the gospel, they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in Cambodia but also in the
whole Southeast Asia region.
In Chapter 1, the researcher stated the problem, purpose of the research, and the need for
Christian schools in a country without gospel by clearly conveying the identity, missionary
capabilities, and the goals of Christian schools that they must have. And he presented the text of
the Bible, which serves as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basis described in Chapter 2, as well as the
research method. Finally, he described various references and literatures to be used in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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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UNDERSTANDING OF CHRISTIAN SCHOOL AND THR BIBLICAL AND HISTORICAL
Chapter 2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schools and its biblical and historical
basis. With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society turned towards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efficiency, which led to the birth of school. The education of the Christian
community was first done at home. After that, it gradually expanded to the church and eventually
developed into a Christian school. The education of faith at homes and churches could be
thought sufficient, but students spend most of their time in school rather than at home and
church.
Christian schools refer to schools conducted based on the Christian spirit as the
educational philosophy.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direct religious education provided at
church. In other words, all educational activities in schools are carried out based on the Christian
spirit and its principles and policies. If Christian schools only worship or add another course of
Bible to their curriculum, they cannot fully transform lives of the people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According to Sang-jin Park,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Christian schools is as follows: "The Christian school pursues evangelization and discipleship.
The Christian school educates students to transform through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become
a Christian, and to recognize the Lord Jesus Christ in all areas of life and devote themselves to
the kingdom of God."
The advantages of Christian schools are also indispensable. Unlike Korea,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Cambodia has shown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churches and
Christians. Since the official religion is Buddhism, there are still many barriers to preach the

xxiii

gospel directly. Under such circumstances, schools can be an important point of contact.
Cambodia is also putting importance on children's education, so the parents have significant
interest in schools. While it can be quite burdensome to go to a church that shows a clear
religious color, the school where their children are attending is not. Schools have great advantage
in this aspect that they can naturally access students and parents through cultural events or class
activities containing Christian ideas. One of the biggest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schools
and general schools is the Bible-based spiritual education. All knowledge taught is based on the
Word of God and it is related to the whole person, not just intelligence. Bible-based education
forms a Christian worldview, expanding God's kingdom to God and humans, humans and
humans, and the whole society, stabilizing social chaos. Also,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schools is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ll artistic activities based on faith can eventually
help participating students experience a wide world of art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addition, Christian schools become important training grounds for community
education, foster leaders with biblical values, and serve as the basis for social change.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Christian schools can be clearly confirmed through the
Bible. According to Genesis 1:6-28, the cultural command is not just to be delivered through the
institutional church, but through all areas of human life. Christians should accept that the
kingdom of God contains not only institutional churches but also all areas in which the royal
authority of Jesus Christ is recognized, including culture and education. Christian schools are an
important means of practicing cultural orders that can teach students all fields of study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redemptive ministry of Jesus Christ. Deuteronomy 6:1-9 has educational
meaning as well as confessional meaning to the people of Israel. Here, we can see that the
subject, reason, and education of the Word appear at all times. A Christian school, which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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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personal faith education to students who spend much of the day in school, is not a choice
but a necessity. In Chapter 2 of 2 Kings, the School of Prophets from Bethel and Jericho appears.
Elijah and Elisha did not only focus on the ministry given to them. They established prophet
schools in Bethel and Jericho to raise disciples who would enlighten the people of Israel. As
such, missionaries and churches in Cambodia need to build Christian schools to raise their
students through full-scale education. In Psalms 78:3-4, the poet confesses that he will not hide
the deeds of the Lord from his descendants; he will deliver them to future generations. The
Israelites opposed and betrayed God when they did not remember God. Therefore, the poe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eaching and remembering what God has done at all times. Acts
19 records the ministry of Apostle Paul in Ephesus. Paul's lecture hall of Tyrannus exerted a
powerful influence over the entire Asia beyond the city of Ephesus.
There is also a clear historical basis for Christian schools. The schools of prophets and
synagogues in the Old Testament were important places for education. Christianity entered the
path of corruption in the Middle Ages, but Christian education remained in existence through
monasteries. Monastery schools had a great influence on European education from the 6th
century to the 11th century. The history of modern Christian schools was started by Dutch
reformist church member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reform beliefs of the Dutch Reformed
Church. Deeply influenced by Calvin theology, the Dutch Reformed Church considered religious
education for the children of the covenant very important. Based on their covenant beliefs, they
established Christian schools about 430 years ago. Christi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came
from descendants of religious reformers who considered the Bible to be their most important
guide to life. It was natural for them to teach the Bible to their children at school.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a Christian school in Korea lies in the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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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Opening of the Gate’ in 1876. At that time, the government of Joseon lifted its
closed-door policy and opened its doors for modernization of Korea. Korea's first Christian
school was founded in 1885 by Henry Appenzeller. In May of the following year, Mary F.
Scranton established a women's educational institution, and Underwood established Underwood
School. Since then, in the early days of the Korean church, the church has taken the lead in
establishing a school. Before and after the Pyongyang Revival Movement in 1907, the so-called
"One Church One School" movement took place and each church established a Christian school.
The Pyongyang Revival Movement sought to revive the country and church by raising the
leaders of the people by providing Christian education to their children. Private schools were
first allowed in Cambodia in early 2000. As of May 2012, 274 private schools were registered
with the government, most of which run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s. Most private schools
are run by foreign sponsors or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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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A CASE STUDY OF A CHRISTIAN SCHOOL PLAYING A MISSIONARY ROLE

Chapter 3 is a case study of Christian schools that play a missionary role in Cambodia
and strive to foster Christian leaders. By introducing the role of El Dream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n Phnom Penh and Cornerstone International School in Kampot Provinc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hristian schools in fostering Christian leaders and playing a missionary role.
El Dream School was founded outside Phnom Penh, Cambodia, by Sung-ki Min, chairman of the
Foundation, and his wife, Professor Chan-hae Lee, when working as missionaries. After
graduating from the Korea Military Academy, Seong-gi Min served the country as a soldier for
30 years before transferring to General. His wife, Professor Chan-Hae Lee,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moved to the U.S. to study abroad, and returned to Korea to teach at Yonsei
University for 34 years. Two years before her retirement, the couple was sent to Cambodia after
a year of missionary training. Dispatched by a professional missionary group named InterServ,
Sung-ki Min taught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in Cambodia while Chan-hae Lee
served as a missionary at the Ministry of Culture and Arts. They made two plans: opening a
kindergarten and setting up a university. They planned to open the kindergarten in a factory area
and the university in the most expensive neighborhood. Since then, the kindergarten (now El
Dream International School) was built as a two-story building (now secured as a five-story
building) in a remote area where about 5,000 households live and after a year of preparation, it
opened with five students enrolled. El Dream is particularly active in the ministry that raises
social leaders. Chairman Sung-ki Min is making great efforts to foster faculty members who can
guide students with Christian values. He plans to send Cambodian students to study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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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es and to open graduate courses in El Dream. Currently, the faculty mostly consists of
Korean and overseas professors, but their goal is to fill about 50% of it with Cambodian
professors. The chairman's plan is to have a Cambodian chancellor in the next 20 years.
Cornerstone International School starts with missionary 'Esther' (Korean name: Mi-hyun,
Cho; English name: Esther Cho). In 2007, a female missionary named Esther was sent to
Cambodia from New Life Missio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She was a registered nurse in the
U.S. and is currently serving once a week as a professor at the IPBN (International Program of
Bachelor of Nursing at Hebron Hospital - MOU with TSMC, UHSC) and spends the rest of her
time teaching children at the Immanuel Village Center in the Kampot Province where the
Cornerstone International School is located. Missionary Esther supports the students who want to
study in Phnom Penh with living expenses and tuition, and now they have become pastors,
nurses, doctors, teachers and vice presidents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y have a good
influence not only in the city of Phnom Penh but also in the village, training and teaching
juniors. Cornerstone International School and Community Center in Immanuel Village have only
one goal. It is to educate children in the Kampot Province with a Christian worldview to make
them Christian leaders that play a pivotal role in the Cambodian mission. So, rather than many
types of ministry, the priority is to focus on each and every soul with the love of Christ so that he
or she could meet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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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RESEARCH SURVEY FOR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Chapter 4 aims to understand the general perception of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in
Cambodia and what Cambodian churches, missionaries, and school administrators should focus
on in running these schools. The study surveyed 45 students (7th grade or higher) and 40 parents
at El Dream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n Cambodia. However, one student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due to the high missing value which led to total of 44 students. In order to find
how society perceives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ttending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the survey response rate was 100%. A reli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s and based on the Cronbach
Alpha scale, more than 0.4 was generally considered reliable.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permission of El Dream International School after fully introducing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The questionnaires were passed out to 40 parents and 44 students. They were
delivered to students and parents through the principal and collected the next day.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s (SPSS) 18.0.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parents and students, and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in three sections - general
backgrounds, questions about schools in attendance, and questions about school management. In
addition, the subject's perception of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was viewed with an X2
verification method (extreme probability 0.05) through cross-analysis according to population
and sociological methodologies.
Cambodia is a country with Buddhism as its official religion. Since its relig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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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m, there are many situations in which churches face rejection due to religious prejudice
no matter what activities they do. But schools are different. Any event held at school is accepted
as a school event, even if it has Christian thoughts and color. Therefore, Christian schools are
much easier than churches to demonstrate their missionary capabilities. The researcher asked a
number of questions about the schools and managements to figure out their role in this. In
addition to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school, they were asked about their thoughts on
Christian ideas taught at schools, their opinions on chapel, and whether they wanted to introduce
Christian schools to others. The questions about the management included questions about
teachers.
Ninety-five percent of the Cambodian parents respond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In particular, 85% of the parents were most satisfied with wellprepared Christian teachers and good programs and textbooks. Equally, when asked about
important factors in school management, 87.5% (35 people) of them chose Christian teachers,
curriculum, and textbooks. Regarding tuition, 62.5% (25 people) said it was burdensome but
worth paying, and 22.5% (9 people) said it was appropriate, confirming their high satisfaction
level. Above all, the fact that 100% (40 people) said they have the intention to introduce the
school to others proves that their perception of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is quite good.
Such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in Cambodia means
that the Cambodia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s in a very good position to play a pivotal
role in its missionary work. If th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in Cambodia are evenly
established not only in the capital of Phnom Penh but also in central and small cities, there will
be many Christian leaders who will lead the country in the future and will have a great impact on
its missionary role.
xxx

Ninety-seven percent of the students also show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and 72.7 % said that the Christian ideas educated at school were
very helpful. When asked about chapel time, 79.5 percent of the students responded that it was
helpful for their faith, and 68.2 % (30 students) said they wanted to send their children to the
school after marriage. The above results show that students also have a good perception of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survey results of parents and students. The
survey was divided into two sections: school and faith, and school management. For school and
faith,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perception of chapel was analyzed. As a result,
the probability of significance of Pearson’s Chi-Square was 0.026, less than 95% of the
significance rate of 0.05, confirming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In other words, while students said the chapel was very helpful to their faith,
parents responded evenly that it was somewhat helpful and so-so. Also, it wa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parent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what are important factors in school
management. As a result of checking with the Chi-square test, it was found that the significance
rate was 0.269, which was higher than a two tailed probability of 0.05, confirming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students and parents as to the
important factors in school management. Both students and parents selected Christian teachers as
an important factor in school management. In terms of teacher's qualifications, Pearson's Chisquare significance rate was 0.983, which was higher than a two tailed probability of 0.05,
demonstrating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udents' and parents' perceptions.
Both students and parents ranked the teachers’ Christian values and personality as the first
priority and their teaching ability as the second. Both students and parents share the sam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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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importance of Christian teachers. Such survey result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Cambodia has a very good perception of th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even though it is a
Buddhist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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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KEY PLAN FOR OPERATION OF CAMBODIA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Chapter 5 describes the tasks that need to be focused in running th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n Cambodia. Currently, there are many private schools in Phnom Penh,
Cambodia. The problem is that most private schools are built in Phnom Penh, the capital, and
another problem is that most of them are too expensive for ordinary Cambodians. Above all,
there are only few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Thus, the researcher observed the El Dream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n Cambodia and the Cornerston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n Kambot and rediscovered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in
missionary sites. Based on his survey on th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and his on-site
experience, the researcher will present what school needs to focus and how it could run
efficiently in order to foster Christian leaders and missionary capabilities that will lead
Cambodia.
First is to establish Christian values. Even though it is called a Christian school and has a
Christian foundation, if Christian values are lost in its culture and education, it will exist only as
a nominal Christian school like nominal Christians who are not truly Christians. This is not a
simple problem. If Christian schools are not actually Christian schools, it will lose trust from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and not be recognized by the education community or the general
public. If the values are not clearly established, the school will eventually become a school that
meets the needs of society. If there is no founding ideology with clear Christian values, only the
name will remain as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One of the essential objectives of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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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is to preach the gospel to the next generation and to make them disciples of Jesus. In
other words, missionary purpose is the first priority and the next is to train Christian leaders who
will lead the next generation.
Next, there should be differentiated education from general schools. Modern education
excludes spiritual education. Education that focuses only on scientific thinking, rational
judgment, and realistic problem solving will certainly be a limited education for humans with a
spiri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ine is likely to solve all problems, but the sense of
alienation, isolation, and mental confusion among people are increasing. In addition, suicide due
to depression is increasing, and the social crisis is becoming more serious due to deep fear and
helplessness. Spiritual education, which deeply explores the inner side of human beings, can be
the only answer to these problems. The chapels, Bible recitation competitions, Bible reading,
prayer partners, Bible classes, and the revival worship twice a year, which are not seen in general
schools, are related to spiritual education. There is also education for improving community.
The subject of community in education is important and constantly discussed. The
increased interest in community education in the West and Korea since the 1990s is the result of
reflection on schools in modern society, which is losing its sense of community. It is often
pointed out that the critical situations in today's school, such as alienation, violence, bullying,
and loss of cooperation, result from schools where individualism and competition are more
valued over community and the nature of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al system is strengthened.
Various club activities, quarterly volunteer activities (mission activities), seasonal events
prepared by students and teachers, Olympic day, and graduation trips (mission trips) can be used
to improve children's community.
One of the great advantages of Christian schools is the teachers that are differen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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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rdinary schools. As shown in the four-page survey, the quality of teachers was voted 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management of Christian schools. The rate was 68.2% in the student
survey and it was 60% in the parent ‘s. This suggests that expectations for Christian teachers are
quite high and important. These teachers should always develop their capabilities as teachers. El
Dream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holds MTM every month. The teachers teach their classes
in front of other teachers to share their methods and help each other with what they need. All
teachers are the first to be armed with Christian worldviews and values, and each teacher is to
stand on the denomination with the spirit of a missionary. Also, there is a leadership academy for
the teachers. The "Christian School Leadership Academy" is necessary for educational leaders,
including the board of directors, to renew their sense of mission and vision for Christian schools
and to have clear confidence in their identity.
According to the survey, the most important qualities of the teachers in th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were the teacher's values and personality. This was the same for both
parents and students. Students accounted for 40.9% and parents 40% (See Table 13>, Table 25).
The teachers’ values and personality were more important than their teaching skills or other
factors. Teachers who spend a lot of time with their students need to set good examples for
growing children. The teachers at Christian schools should set an example in action, language,
and life with the heart of Jesus Christ. Therefore,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eachers to know
and to constantly strive to resemble Jesus Christ, a model of faith. They need to have prayer
meetings together, as well as private meetings with God every day. Also, there is a spiritual
retreat for teachers. If there is a spiritual training session for students, teachers also need one for
themselves. Spiritual training sessions for teachers should be held before training sessions for
students. This is because teachers must first receive grac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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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spiritual retreat is held a week before the student retreat for two nights and three days.
Through this, Christian school teachers will once again confirm their calling, promote unity
among them, and burn their passion as teachers.
Another peculiarity of Christian schools is home-related education. The crisis of Christian
education can also be attributed to the separation between home and school. The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and school can begin with the question of "Why do we send our
children to school?" The subject of children's education is definitely parents. Although sending
children to school is entrusting them to school’s care, parents are responsible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are obliged to watch with interest whether the "desirable" education is taking place
at school. Schools need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teachers and parents to meet so the
parents’ expectations and interes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can be reflected in school. Also,
the schools’ educational philosophy and methods should be clearly communicated in these
meetings. If parents are dominated by the ideology of general schools and forget the values,
identity, and prospects of Christian schools, Christian education will inevitably weaken.
Finally, Christian schools should be the gateway to the gospel. At present, Cambodia’s
official religion is Buddhism and it has been under Prime Minister Hun Sen's rule for decades
without a change of government. Buddhism is still a big barrier to missionary work, and as the
current regime is very closely related to China, it is feared to follow China's political form at any
time. China is currently persecuting Christians and expelling missionaries. Missionaries are
concerned that this political form may apply equally to Cambodia. However, not only the
Cambodian government but also the general public are interested in education in schools.
Therefore, Th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s a very good contact point to teach the gospel
and the Christian worldview in a less defensive state like Korea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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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CONCLUSION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Christian leader training and missionary strategies through
th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established in Cambodia. In Chapter 1, the researcher stated
the problem, purpose of the research, and the need for Christian schools in a country without
gospel by clearly conveying the identity, missionary capabilities, and the goals of Christian
schools that they must have. And he presented the text of the Bible, which serves as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basis described in Chapter 2, as well as the research method. Finally, he
described various references and literatures to be used in the paper.
Chapter 2 discussed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schools and the biblical and historical
basis. The researcher mentioned the philosophy, spirit, and principles of Christian schools and
their merits and differences from general schools. Most importantly,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Christian schools is provided through the Bible. Also, the historical basis of Christian schools is
presented. The countries that have established Christian schools from the Old Testament through
Middle Ages to modern times, were described, as well as Christian schools in Korea and
Cambodia.
Chapter 3 looked into the activities and effects of El Dream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and the disciples of missionary Esther, the founder of Cornerstone International School,
in each level of society. The survey analysis of chapter 4 confirmed that Cambodia's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s actu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on parents as well as students. The
study surveyed 44 students (7th grade or higher), excluding one from the analysis due to the high
missing value, and 40 parents at El Dream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n Cambodia. In order

xxxvii

to find how society perceives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ttending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the survey response rate was 100%. The same was
applied based on reliability analysis of chapter 4.
Chapter 5 suggested the points that need to be focused in running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at the mission site based on the ministry of El Dream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and Cornerston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n Cambodia. The paper does not
describe the specifics and details of the management of Christian schools. There are so many
parts that need to be described for running a Christian school, such as the detailed school rule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which the school is located, the conditions considering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the role of the teacher. So the researcher devoted five chapters to discuss what
Christian schools in Cambodia should focus on in order to foster Christian leaders and take on
the missionary capabilities. Starting with the fundamental values that should be pursued as a
Christian school, the paper includes the role and training of teachers that both parents and
students considered important, and the activities they wanted Christian schools to implement as a
missionary bridgehead.
Chapter 6 concluded with a brief summary of Chapters 1 through 5, record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helps with future research and the churches or
missionaries who want to establish a Christian school in miss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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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본 논문은 캄보디아에 세워진 기독교국제학교를 통한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과 선교적 역량에 대한
연구이다. 복음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헌신으로 말미암
아 한국 땅은 큰 영적 부흥과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한국에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기독교 개신교는 귀츨라프(Karl Frkedrich August

Guzlaff, 1803~1851),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40~1866),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 로스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1837~1905)를 통해 짧은 기간 안에 한국 역사와 문
화속에 뿌리를 내렸다. 1 이제 한국은 2018년 12월 현재 171개국 27,993명이라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대국으로 발돋음하게 되었다. 2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 근대 역사의 큰 변화에 있어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 학교
의 영향이다. 현재 한국의 유명한 학교들 중에는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 되어진 학교가 적지 않다.
이화여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학당은 선교사 스트랜턴이 세운 학교이고, 연세대학교의 전
신인 경신학교는 선교사 언더우드에 의해 세워졌으며, 또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설립했다. 1885년
부터 1910년 2월까지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의 교파별 집계를 보면 장로교 501교, 감리교가 158교,
성공회4교, 안식교가 2교, 종파 미상이 84교, 천주교가 46교등 신, 구 교파를 합치면 모두 796교이
다. 3 1909년 11월 현재 대한제국의 국공립과 사립학교가 모두 2236개였는데 4 그 중에서 기독교학교의

1)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 연구소, 2001), 33.
2) KWMA, “선교통계 2018 최종보고서” [온라인자료] http://kwma.org/cm_stars/33987, 2019년 9월 4일 접속.
3) 서재복, 「교육사 교육철학」(서울: 학이당, 2008), 76.
4) 박득준, 「조선근대교육사」(서울: 한마당, 1989), 213-4.

１

２

숫자가 3분의 1가량 차지했다는 것을 볼 때 한국 근현대사 발전에 기독교학교의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기독 인재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
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연구자가 선교사로 섬긴 캄보디아는 근, 현대에 한
국이 겪은 아픔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나라이다.
1975~1979년 폴포트라는 당시 지도자로부터 자행된 크메르-루즈 공산당 정권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과 지식층들을 몰살시켰고,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었던 대부분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캄보디아를
떠나게 되었다. 이후 베트남 공산정권(1979~1989)의 통치가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캄보디아는 교회
와 교육, 모든 사회구조 전반에 암흑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9년 크메르-루즈가 패망한 후 캄보
디아 전역의 초등학교 교사 수는 5,000명도 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들 중에서 1,000여명은 정부 행
정을 위해 차출되었다. 5
캄보디아가 과거의 아픈 상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발맞추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영적지도자와 두터운 지식층의 배출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다. 이 문제의 대안
은 캄보디아 국민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전문 지식 기관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캄보디아는 현재 인구의 90% 이상이 54세 미만의 경제활동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6 저출산과
노년층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이것은 곧 다가올 미래
에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만일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올바른 지식층이 많
아져서 그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었을 경우 앞으로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엘드림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함으로서 캄보디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기독학교들이 캄보
디아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강조하고, 무엇보다 기독교학교가 선교전
략의 중요한 매개체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대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5) 서민우, 「캄보디아 공교육의 현황과 한계」(Journal of International Culture, Vol11-1 International Cultural Institute 2018,
45-71), 55.
6)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East Asia/Southeast Asia: Cambodia(the World Fact Book) 관련자료 [온라인 자료]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print_cb.html. 2019년 10월 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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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범위는 캄보디아에 세워진 기독교학교의 운영이 캄보디아의 기독 지식층의 확충과 캄보
디아 선교전략에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음에 연구의 중점을 둔다. 본 연구자는 현재 캄보디아 한인
및 외국 선교사들의 통계자료들과 캄보디아와 관련된 각종 서적, 정기 간행물들과 연구자료,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에 대한 설문 자료를 분석 종합하여 기독교학
교의 필요성과 가치의 중요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기독교학교가 꼭 가져야만 되는 정체성과 선교적
역량, 그리고 기독교학교가 목표로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 복음이 없는 나라에 기독교학교
의 필요성을 담는 것이 이 논문이 정하는 한계이다.

3. 성경적, 신학적 근거

성경은 학교의 존재론적 법칙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어떠한 구
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교는 무엇보다도 후속 세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7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
로 세우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이 될찌라”(창 12:2)는 말씀은 개인 신앙인과 믿음의 가정,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며, 나아가 선교와
기독교교육의 장인 기독교학교를 향해 큰 의미를 담아 주는 말씀이다. 한 인간을 기독교 교육으로
가르치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는데 있다. 즉 기독교교육의 가장 근본적 본질은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교육이 하나님과의 직접적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육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8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과 일반 역사에

7) 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2). 114.
8) 최규명, “기독교학교와 교육목회의 당위성” 「대학과 복음」17집.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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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사실을 통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
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하며 그 어떠한
지식과 이론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선시될 수 없음을 증거한다. 이에 연구자는 구약에 나온
성경적 근거를 먼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잡았다. 신명기 6장 1절~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
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반복해서 명한다(1, 7절). 또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향해서 명하시기를 듣고 행할 것에 대해 반복해서 명령한다(3, 4, 8절). 기독교
교육의 가장 우선된 주체는 물론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God ordained institution)는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이다. 그렇지만 학교
는 이 세 기관으로부터 파생된 권위를 부여 받았다. 기독교학교는 가정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대행
하는 ‘In the place of parents’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9
사무엘상 19장 20절 역시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가 등장한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 시대 초기의 과도기를 안정시키고 이스라엘의 초대 두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이다. 당시 사무엘은 순회 사사로 활동을 하며 백성들의 신앙교육에 힘썼다(삼상
7:15~17). 해마다 벧엘과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
왔다. 그러나 그도 점점 늙고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순회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그의 집이
있었던 라마에 선지학교를 처음으로 세우게 된 것이다. 사무엘상 19장 20절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고 사자들을 라마에 보냈는데 그곳에서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이는 분명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 역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즉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
다. 엘리야에게는 그의 수제자 엘리사가 있었고 열왕기하 2장에서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등장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열왕기하 2장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림 받을 때의 상황
을 이야기하고 있다.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부터 ‘벧엘’ 그리고 ‘여리고’로

9)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엮음, 「평양대부흥 운동과 기독교학교」(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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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선지자 생도’들을 만나게 된다(왕하 2:3~5). 문자적으로 번역했을 때 ‘선지자의 아들들’로 번
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뜻이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여리고에서의 제자
수가 50명이 되고 4장에서는 단체생활을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선지학교들은 엘리야에 의
해 세워졌고 결국 엘리사가 이어받아 운영하게 될 학교였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북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합왕의 통치 시대로 그의 부인 이세벨로 인하여 영적으로 최악의 길을 치닫고 있었다. 이미
금송아지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심각히 타락해 있던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들여
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진리의 전파자를 키워내기 위해 선지학교를 세웠던 것이다.
다음은 에스라서로 잡았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
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스 7:10)는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직접적 원
인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질 수 없음을 보았다. 말씀에 근본이 되지 않은 교육은 결국 온전한 회복
과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또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를 ‘다른 세대’라고 직접적으로 명칭한다. 교육에 있어 하나님 없는 교육은 결국 사사기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 되려는 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교만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인간만 양산될
뿐이다. 즉 모든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지식과 연관되지 않는 교육은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 근거로 두고자 한다. 바울은 그가 머무른 선교지마다 항상 습관
적으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3개월
간 복음을 가르쳤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굳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행 19장). 이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소수정예 학교를 세우게 된다. 사도바울은 자기
를 향한 비난에 논쟁으로 대결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이 변화는 것이 아님을 알
고 소수의 헌신된 자를 훈련시켜 에베소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지역을 변화시키려 한 것이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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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바울이 3년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운영하고 가르쳤던 것을 근거로 기독교학교
의 운영이 선교전략에 미치게 될 영향을 연구할 것이다.
기독교 교육이 단지 좁은 의미의 신앙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신앙성숙과 전인적
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기독교 교육적인 관심이 교회 교육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으
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10 이에 연구자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예수의 말씀에 입각하여 캄보디아땅을 영적으
로 자유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교육할 기독교 학교가 수도 프놈펜 뿐
만 아닌 지방에 이르기까지 세워져야 됨을 밝히고 바른 기독교학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 방법에 대한 진술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기독교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지 캄보디아 학생들과 졸업생들, 그리고 기
독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독교학교에 대해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더 발전된 기
독교학교의 형태를 제시하고,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기 원하는 선교사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방안과 주의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
구의 방법을 다룰 것이고, 2장에서는 기독교학교의 정의와 성경에서의 근거, 역사적으로 드러난 기독
교학교의 근거와 배경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3장에는 실제 선교적 역할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연구할 것이다. 특별히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의 엘드림 학교(El Dream School)와 코
너스톤(Corner Stone)학교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는 현재 캄보디아 기독교학교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여기에는 설문의 목적, 방법, 결과가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설문조사 빈도 결
과에 대한 분석을 하여 기독교학교가 선교적으로 어떠한 역량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설문 결
과에 대한 소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5장에서는 4장을 근거로 선교의 전략적 도구가 될 기독교학교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10) 박상진, 「21세기의 학교와 기독교교육」, 2001년 기독교육전문가 교육대회 자료집,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20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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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헌검토

연구자는 연구를 위한 문헌을 3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할 것이다. 첫째는 초기 한국선교와 기독교학
교의 영향력과 실태에 관한 문헌들이고, 둘째는 기독교학교가 가져야 할 교육철학과 운영에 관한 문
헌들이며, 세째는 기독교학교를 통해 영향을 받은 근, 현대 한국사회와 캄보디아의 현재 사례를 연구
한 문헌들이다.
첫 번째 분류의 시작은 박상진의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이다. 11 본서는 한국 기독교 교육운
동에 대해 점검하고 탐구함으로써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학원선교, 차세대 교육과 기독교인 재양성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학교 교육에 대해 기술함으로 한국 기독교육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가
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캄보디아에 세워질 기독학교교가 가져야 할 가치관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2007)에서 출간한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12는 평양대부흥과 당시
초기 기독교학교의 부흥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초기에 설립된 기독교 학교
들의 설립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건학
이념이나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사료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 두었다. 본
서는 10명의 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자 중 한 명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이자, 기독교학교교육
연구소 소장인 박상진은 오늘날 평양대부흥의 재현을 위해서는 기독교학교들이 새롭게 부흥해야 한
다고 말한다. 13 따라서 본서는 부흥의 시기에 기독교학교 교육이 그 시대에 미친 영향을 연구함에 도
움을 줄 것이다.
김태영의 「현대 한국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역사적 고찰」 14은 기독교학교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다. 논문의 저자는 근대 역사에 특별한 영향을 준 기독교학교의 역할을 일반역사에서도 검증된 자료

11)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12)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13) Ibid., 32.
14) 김태영, “현대 한국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역사적 고찰”,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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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거로 내세우며 기독교학교가 드러내야 할 정체성을 정립해 주고 있다. 또한 기독교학교의 비전
과 설립목적, 기독 학교에서의 신앙교육, 기독교 세계관 형성의 교육과정 및 운영여부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두 번째 분류의 시작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학교의 모습을 외국 사례로 소개하
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15이다. 박은조 외 10명 이상의 저자들로 이루어진 본서는 무
너져가는 교육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교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교사
의 양성이 시대적 대안으로 내세우며 지은 책이다. 본서는 기독교학교의 바른 정의와 기독학교교사의
자세와 철학에 대한 바른 대안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기독교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추
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성까지 제시해주고 있다.
김성수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 16은 기독교 교육철학을 정립하는 중요한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저자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정립 되어 진 현대 학교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학
교 및 학교의 교육이 성경적인 주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 책은
기독교 학교가 자칫 무분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캄보디아의 상황에 성경적 관점으로 조명해줌으로
기독교학교의 철학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다.
제임스 W. 브랠리(James W. Braley)의 「기독교 학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7는 기독교 학교
의 설립 매뉴얼에 관한 책이다. ACSI는 미국에서 가장 정평이 있는 국제적인 기독교 학교 인간 기관
중 하나이다. 본서는 기독 학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조직하며, 인사와 정책 및
구체적인 설립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가 설문 조사하고자 하는 엘드림 학교나
로고스, 호프 학교 등이 이 기관에 속해 있는 기독학교이다.
조형래의 「기독학교, 이 땅의 소망입니다」 18는 성경적 전인교육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15) 박은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16) 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2.
17) James W. Braley, 「기독교 학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CUP, 2006.
18) 조형래, 「기독학교,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서울: 그리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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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의 매뉴얼과 같은 책이다. 조형래는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는 목회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섭
리 가운데 기독교학교를 알게 되었고, 기독교학교야 말로 ‘다음세대’와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인본주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현대교육의 대안으로서 기독
교 전인교육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조형래는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됨을 강력하
게 강조하는데 연구자는 나아가 교회와 파송 선교사가 선교지에 기독교학교를 시작해야 함을 그의
주장을 통해 당위성을 찾게 되었다.
두 번째 부류의 마지막 책인 임경근의 「기독교 학교 이야기」 19는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
에게 있다”는 개혁신앙의 토대 위에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과 그 실천에 대해서 진솔하고도 논리적으
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저자는 네덜란드에서 수년간 기독교 학교를 경험한 장본인이며 한국의 샘물기
독학교를 세우는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 무엇보다도 개혁신앙적 교육학과 신학을 탐구한 학자이면서
도 장기간에 걸쳐 국내외 기독교학교 교육의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
를 상당히 간명하면서도 깊이 있게 풀어주었다.
세 번째 분류의 시작은 제이슨 송(Jason Song)의 「유쾌한 학교 행복한 아이들」 20이다. 본 책은
“작지만 행복한 진짜 기독교학교 프로젝트”라는 제목처럼 입시 경쟁과 형식적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
운 기독교학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교를 소개한다. 저자이자 학교의 설립자인 송 교장은 학교를
세우고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생들부터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
모들까지 소개하며 기독교 학교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뜨려주고 있다.
김영애의 「갈대상자」 21는 한국의 기독대학의 모범으로 알려진 한동대학교 이야기이다. 한동대 초
대 총장인 김영길과 그의 부인인 김영애가 한동대를 세우며 겪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기록
한 「갈대상자」는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교육학 마인드의 비전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특
히 4부에 나오는 졸업생과 그 졸업생들을 경험한 회사원의 이야기는 바르게 세워진 기독교학교 학생

19)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서울: SFC 출판부, 2019.
20) Jason Song, 「유쾌한 학교 행복한 아이들」, 스텝스톤, 2009.
21) 김영애, 「갈대상자」, 두란노 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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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유용국의 「크리스천 학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22는 크리스천 학교 운동을 향한 유용국 목사의 믿
음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다. 2006년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의 학생수가 80명 정도로 아주
미미했지만 이제 1000여명이 넘는 학생과 250여명의 교직원과 부설기관들로 구성된 학교로 변하기
까지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적인 기준으로
가치관을 정립하고 교육을 실천함으로 한국 교회와 기독교 기관,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강력히 권면하
는 내용이다. 불교와 물질만능주의가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캄보디아의 현실에 기독학교들이 흔
들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책이다.
세 번째 분류의 마지막 책은 김인중의 「안산 동산고 이야기」 23이다. 연구자는 안산 동산교회의
교역자 생활을 해본 장본인으로 김인중 목사와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동산고등학교 학생의 대부
분이 졸업 후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감사하고 후배들을 격려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 책은
입시경쟁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공교육의 현실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며 기독교학교
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지 반증해준다. 수많은 졸업자들과
교사들이 산 증인인 동산고 이야기는 개교 10년 만에 명문고 반열에 오른 비결을 공개해주고 있다.
특별히 학생들의 간증이 담긴 내용은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는 자들과 설립할 자에게 큰 위로와 희망
을 안겨주는 책으로써 연구자에게 기독교학교를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외에도 연구자는 성경 본문의 연구를 위해서 존 스토트(John Stott)의「사도행전
강해」 24와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 Jones)의「사도행전 강해설교」 25를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중점적으로 연구한 핵심 성구들은 다음과 같다. 창세기 1장 6~28절, 신명기 6장
1~9절, 사사기 2장 10절, 사무엘상 19장 20절, 열왕기하 2장 1~19절, 에스라 7장 10절, 시편 78장

22) 유용국, 「크리스천 학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도서출판 존스북, 2011.
23) 김인중, 「안산 동산고 이야기」, 두란노 서원, 2005.
24) John. R. W. Stott, 「사도행전 강해」, 서울: IVP, 2012.
25) D. Martyn Lloyd-Jones, 「사도행전 강해설교」, 복있는사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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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절, 말라기 2장 15절은 구약에 나타난 기독교 학교의 근거가 되는 구절로 삼았다. 사사기 2장
10절은 말씀 없는 시대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냄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두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로 기독교 학교가 예수의 대위임령에 속한 사역임을 나타내었고,
사도행전 19장 8절, 19장 10~20절을 통해 두란노 서원으로 인해 말씀의 세력이 왕성해지는 모습을
보며 기독교 교육의 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 13~16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4장 1~4절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성경의 근거로 삼았다.

제 2 장
기독교학교의 성경적 근거와 이해, 역사적 근거

1. 성경을 통해 본 기독교 학교의 존재 근거

1) 교육적 명령이 포함된 문화명령(창 1:6~28)
전통적으로 개혁신학에서는 창세기 1장26절~28절을 문화명령(culture mandate)으로 부르는데 여기
에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들어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존재는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 인간이 존재
하는 것이다. 즉 오늘날 모든 종류의 학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들어내는 것이다. 정
치학, 경제학, 교육학, 의학, 약학, 공학 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
는 작업을 해야 한다. 26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를 원하고 있다. 박윤선은 창세기 1장 26절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인간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
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으신 것
을 가리킨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모든 동물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의(義)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27
박윤선의 말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받았을 때, 존재 형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음
받았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을 위해 창조한 모든 자연만물에 그분이 계시되도록 하셨을 것이 분
명하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했다. 즉 모든 인간은
자연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 또한 피조 된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피조물 된 존재로서 마땅하다. 인간은 모든 종류의 학문 분야

26) 박은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31-2.
27) 박윤선, 「구약주석 창세기」(영음사, 200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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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야한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문화명령속에는 사람이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업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독교적인 문화가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8 이로 볼 때 문화명령속에는 교육적 명령이 분명 속해 있다.
교육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건설하는 수단이며 교육이 없이 문화명령을 순종하기는 어
려운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제도교회뿐만 아니라 문화와 학문, 교육 등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인정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받아 들여야 한다. 창세기에 나타난
문화명령은 단지 제도 교회를 통해 전달 되어질 명령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주어지
는 영역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독교학교는 배움의 도상에 있는 학생들에게 예수 그
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의 테두리 안에서 학문의 모든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문화명령을 실천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2) 부지런히 가르치고 듣고 배우라(신 6:1~9)
신명기 6장 4~9절 말씀을 ‘쉐마(Shema)’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쉐마

( ’)שאמה즉 “들으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매일 두 번씩 이 신앙고백을
하여야 했으나, 어린이와 여인 그리고 노예는 이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그런데 어린이가 말을 처음
하여 교육이 시작될 때 외우게 하는 것이 이것이며, 임종 시에 마지막으로 외우는 것도 바로 이것이
었다. 29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고백적인 의미는 물론이고 교육학적인 의미 역시
가지고 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쉐마(’)שאמה는 부름의 대상이 분명히 있고 교육의 목적과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나열되어 있다. 그 당시는 분명히 교육구조가 없는 구전이 대부분의 ‘교
육전승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음’은 전승을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이자 듣는 자가 가져야 하

28) 박은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32.
29) F. A. Rothschild, The Shema (New York: Burning Bush, 194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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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종이었다. “들으라”는 말은 구약에 총 1,159회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신명기와 예레미야서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나열되어 있는데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
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다. 즉 택한 하나님
의 백성인 이스라엘중에 교육에 제외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신명기 6장 7~9절 말씀에는
말씀의 교육이 때를 가리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라고 말한다. 즉 기회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의미다.
“가르치라”는 말은 “찔러서 표를 하다”, “터득하도록 가르치다”, “인상에 새기라”, “감동시키다”는 뜻
으로 6절의 “새기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30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기 위해 그들의 팔과 이마에 하나
님의 말씀을 달도록 하시고 허탄한 곳을 향하여 쉽게 유혹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 지주로 집의
문을 이용하시는 등 인간의 외적인 자극을 통하여서까지도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자 하
였다. 31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신앙교육을 살펴보면 겨우 일주일에 주일학교에서 설교 듣고 공
과 공부를 하는 편협한 수준의 교육으로 심히 줄어들었다. 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학업에 의한
바쁜 일상 때문에 이제는 믿는 신앙인의 가정 조차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
다. 하루의 일상 중에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인격적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세대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에
전해져야 한다. 새로운 세대는 자기 부모들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한다. 32 지금도 정통

30) S. R.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5), 92.
31) 칼빈주석편찬위원회 역 편, 「신명기」(서울: 선교출판사, 1979), 357.
32) Lawrence O. Richards, 「어린이 사역」김원주 역, (서울: 파이디온 선교회, 199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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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유대인 자녀 교육의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출발한다. 성경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자녀들은
커서도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우선 중심의 신본주의 사상에 젖어 살게 된다. 33 이것
이 단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까지 이어져 교육함으로 전달된다면 건강한 믿음의 리더들이
탄생되고 하나님 나라는 견고히 확장되어 갈 수 있다. 과거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없었을 때는 몰라도
이제 대부분의 활동 시간이 학교라는 제도기관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학교를 통한 말씀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의 부재(不在)로 인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삿 2:10)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길
로 갔는지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이 이
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사사기 19장).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
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는데 실패를 했고, 무
엇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34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יהם
ֶ ֗ )דּור אַ ֜ ֵחר אַ ח ֲֵר
ֹ ֨ ’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
가 일어났다”가 된다. 여기서 ‘다른(’)אַ ֜ ֵחר으로 번역된 단어는 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또 다른
(another)’이란 뜻을 지닌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다른(different)’이란 뜻이다. 즉 새롭
게 일어난 세대는 전(前)세대와 시간적으로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일어난 세대는 그 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요약되어 나타난 것이다. 35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여호와를 아는 참된 신앙인들
의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종교는 전
통을 알았고 또한 전통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후에 등장한 시대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 4

33)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2」(서울: 서로 사랑, 2003), 108.
34) 목회와 신학 편집부, 「사사기∙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20.
35) 한성천∙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사사기)」(서울: 제자원, 200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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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6절과 21절에서 충고하듯이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세대는 결국
거짓 종교에 의해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은 조상들의 전통을 알지 못하는 새로
운 세대는 그들이 자신들 앞에 갖고 있는 유일한 본보기 즉 가나안 땅 바알 숭배자들의 본보기를 좇
아가게 된다. 36 사사기의 말씀은 세대의 구분을 문화나 어떤 특정 사건으로 나누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로 구분을 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는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세상에 가져오게 만드는 주축으로 서게 된다(삿 2:14). 기독교적 세계관과
는 전혀 상관없는 기존의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으로는 결국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위한 삶을 추구하
게 되어 있고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 사무엘과 선지자 학교(삼상 19:20)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사
단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기에 유용하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다윗을 비롯해 이스라엘 땅 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고통에 거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들까지 무참히 죽이는 살인마가 되고 만다(삼상 22:19).
사울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다윗이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결국 라
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게 되는데 ‘라마()רמָ ה
ָ ’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로 다윗이 도망친 기브아에
서 북쪽 방향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이다.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자 집이 있는 곳으로 나중에 이
곳에서 장사(將事)된다(삼상 25:1). 사울 역시 사무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이곳 ‘라마(’)רמָ ה
ָ 이다.
이곳 라마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곳이 처음 선지학교가 세워진 곳이기 때문이다. 다윗을 만난 사무엘
은 그와 함께 라마 ‘나욧(’)נָוִ ית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나욧은 라마에서 북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던 학교가 있던 곳이다. 37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던 시대 때 오
직 사사들로부터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던 상황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게

36) 트렌트 버틀러, 「WBC성경주석: 사사기」(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1), 229.
37) 김구원, 「사무엘상」(서울: 홍성사, 2014),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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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선지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생겼다는 것은 세상의 큰 희망이요 소망인 것이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리더에 의해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에 처
해졌던 때는 역사에 많다.
기독교 학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무엘과 같은 탁월한 리
더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른 리더가 서지 않을 때 결국 그 자
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서게 될 것이고, 만일에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리
더가 될 때 세상은 큰 고통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5) 벧엘과 여리고의 선지자 학교(왕하 2:1~19)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종이자 추종자
인 엘리사의 승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중에 1~19절은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속에서 들려 올라갈
지점을 향하여 가는 여행과 둘이서 걸어가는 여행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38 엘리야는
악한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외에도 선지 학교를 여러 곳에 세움으로 차
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일을 했다. 그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을 떠난 이유는 마지막
으로 ‘벧엘’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교의 학생들을 둘러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길갈’에서 시작하여
엘리야가 돌았던 코스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자신에게 가장 의
미 있는 장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의미 있고 뜻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한다. 39 영
적으로 매우 암울한 그 당시 이제 떠나야 하는 엘리야에게 가장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 세
운 학교였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제자들이 가장 눈에 밟혔을 것이 당연하다. 선지자의 생도들(יאים
֥ ִ ִ)בְ ֵנֽי־הַ נְּ 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총 11회 사용되었는데, 그 중 아모스 7장 14절을 제외하고 모두 열왕기서에서 엘리사와의

38) T. R. Hobbs, 「WBC 성경주석: 열왕기하」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8), 87.
39)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열왕기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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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가운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있어 가장 관심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을 교육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왕하 2,4,6장). 40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운영자와
교사들이 동일하게 품어야 될 자세임을 보여준다. 점점 더 암울해져 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엘리야
와 엘리사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킨 제자들
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깨닫고 선지자 학교를 세웠던 것이다. 이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
다. 현재 각 교회나 믿음의 가정,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기업인들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
들은 점점 더 진리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며 다음 시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
도록 신앙교육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만 한다. 캄보디아는 현재 도시 프놈펜에만 몇 기독교학교가
있지 지방 도시나 시골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만 집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칠 제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벧엘’
과 ‘여리고’등에 중요한 선지자 학교를 세웠던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캄보디아에 선교사들과
각 교회들은 기독교학교를 세움으로 전인적 교육에 들어갈 필요가 절실하다.

6)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스 7:10)
본문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돌
아왔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결단이 나타나있다. 에스라는 10절의 짧은 말씀에 세가지의 매우
중요한 결단을 보도한다. 이 세 가지의 항목은 모두 ‘~을 위하여(in order to)’를 의미하는 불분리 전
치사 ‘레(’) ֵל가 붙어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감안하여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연구하기 위하여~’, ‘준행
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가 된다. 이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린 결심을 더욱
확연히 부각시킨다. 그는 가장 먼저 스스로가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한 그 율법대로
철저히 실천하며, 마지막으로 연구하고 실천한 율법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 또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가르치기로’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형인
‘라마드(’)לָמַ ד는 ‘훈련시키다’, ‘숙달되다’,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40) Wood, Leon. Survey of Israel’s History, 김의원 역, 「이스라엘의 역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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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훈련시켜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게 하려는 에스라의 의지를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개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의 역할이 아주 컸다. 자신이 먼저 율법을 연
구하며 준행하고 그것에 근거해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려 했던 에스라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공동체의 개혁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41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
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다짐했다. 원문에 의하면 에스라의 결심은 단순히
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우유부단한 개인적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실천하겠다는 굳은 결단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에스라가 예루살
렘에 도착했을 때 당시 상황은 이방인과의 혼음과 우상 숭배로 또다시 타락의 길로 걸러가고 있었다
(스 9:1~4). 느헤미야서에도 볼 수 있듯이 제사장의 집안도 이방인과 통혼하여 제사장의 직분과 레
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긴 모습이 등장한다(느 13:28~29). 역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 하였고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범
죄하는 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스 9:10). 결국 에스라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따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단순히 지도자가 바뀌고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근본 죄인 된 인간에게는
결국 한계가 있을 뿐이다. 구약 성경에서 128회 사용된 ‘호크(’)חֹ ק가 ‘율례’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고대 근동에서 관습법들을 돌판이나 금속판에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여 새긴 사실과 관련된다. 모든
율례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십계명 역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돌판에 새
긴 것이었다(출 24:12). 이는 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율례가 새겨져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42 이처럼 마음에 확실히 새겨질 때까지

41) 한성천∙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에스라)」(서울: 제자원, 2004), 374.
42) Ibid.,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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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 훈계하지 않으면 어느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말씀에 근본이 되지 않은 교육은 결국 온전한 회복과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7)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전한바라. ~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후대에 전하리라(시 78:3~4)
시편 78편의 저자는 자신의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시 78:1).”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가르칠 그 내용이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시 78:3)”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우리가 들은 바요’로 번역된 ‘솨마으누(’)שָׁ ַ ֖מﬠְ ִתּי의
원형 ‘솨마으(’)שָׁ מַ ע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바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다. 또한 ‘아는 바요’로 번역된 ‘완네다엠

(’) ֹי ְדﬠֵ ֖י의 원형 ‘야다으( ’)יֹ ֵ ֣ד ַﬠ역시 단순한 지적인 앎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체험적인 앎, 본질적인
앎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또한 ‘전한 바라’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 ‘싸파르(’)סָ פַר는 ‘기록하다’, ‘기입하
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이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변조되거나 과장될 가능성이 있는
구전의 의미가 아니라 문서에 기록된 공식화된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43 이로 볼
때 시인은 조상들로부터 기록된 문서를 통해 지적인 앎 뿐만 아니라 체험적이고 본질적으로 깨달을
때까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시인 본인도 자손에게 숨기지 않
고 후대에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시인은 부정문과 긍정문을 교차 사용하여 선민들에게 비밀
스러운 지혜를 전함으로 그들을 일깨우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먼저 4절 상반절에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닌 부정어 ‘로(’)ל ֹא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을 사용하여
후손들에게 역사 가운데 나타난 비밀스러운 지혜를 숨기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천명한다. 44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행사가 선조들로부터 자신들에게까지 분명히 전해져

43) 한성천∙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시편 75-89편)」(서울: 제자원, 2006), 126.
44) Ibid.,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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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기 때문이다. 선조들로부터 배운 그 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덕분에 그는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시인은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행사와 능력을 자신들 역시나
후손에게 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 시인이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된
이유는 명확하다. 시편 78편 전체의 고백에서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와 잘못을 나열하고
있다(17~19; 22; 30; 32; 36~37; 42; 56).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열한 뒤 시인은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언제나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시인은 피력했다. 시편 78편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 머무르며 학문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됨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8)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말 2:15)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경건한 자손을 얻
고자 함이라고 했다. 즉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하나를 택하셨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통
하여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준비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 45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손(’) ֱא�הִ ים ָ֫ז ַרע은 원어로 볼 때 ‘하나님의 씨’라는 뜻인데 이는 ‘자손’의 의미로 성경에 자주
사용된다(창 4:25; 15:38 22:17; 수 24:3). 즉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
에 있다. 택한 자기 백성에 언제나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이다. 쉬운 성경에서는(아가페 출판사,
2005) 이 부분을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로 번역한다. 기독교에서 교육적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즉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온전한 자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즉 말라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경건한 자손을
말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그의 서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45) 유용국, 「크리스천학교는 선택이 아닙니다.」(도서출판 존스북, 20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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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라
고 했다. 또한 골로세서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
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 1:27)라고 말한다. 이는 모든 기독
교적 교육이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교육의 목적임을 말하는 것이다. 죄인 된 인간은 절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가는 것 이외에는
인간에게 절대 변화란 있을 수 없다. 기독교학교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깨닫
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매개체(medium)라고 할 수 있다.

9) 예수의 대위임령에 나타난 교육의 사명(마 28:19~20)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하시고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을 흔히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으로 불리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
수의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대위임령을 받게 된다. 이 대위임령의 내용은 예수가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는 내용이다. 즉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어 공적으로 선포하
라는 것이 대위임령의 메시지이다. 제자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지만 그것을 세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세례를 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인데 일차적으
로 그것은 예수가 세상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또한 과거 구약 시대에 주셨던 말씀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전승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풍성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는데 지상명령을
단지 전도에만 국한해서 강조해서는 안 된다. 전도를 포함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가르쳐 지
키게 할 풍성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등장한 대위임령은 기독교 가정에서의 교
육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의 교육 나아가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한 의미까지 포함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6

46) 박은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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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헤그너(Donald Hegner)는 그의 주석에서 ‘제자들’에 대해 말하기를 “제자들이라는 말은 무
엇보다 먼저 ‘학습자’ 혹은 ‘학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신 사명의 강조점은 복
음의 선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있는 것이
다”라고 말했다. 47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마지막 명령 요소는 바로 ‘가르치다(διδάσκοντες)’로 이
는 명령의 의미를 띠고 있는 세 번째 분사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일을 그들이 해야 한다
는 말을 듣고 있다. 마태복음 4:23; 5:2; 7:29; 9:35; 11:1; 13:34; 21:23; 26:25에서 예수는 가르치셨
음을 언급하고 있다. 교회(성도)의 특별한 책임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해서 새로운 제자들로 하여금
그(예수)와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48 이것으로 볼 때에 기독학교의 교육 역시 예수님의 대위
임령 안에서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정의를 찾을 수 있다.

10)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도바울의 사역을 그리고 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 처음에
주로 말씀을 선포한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다. 이곳 에베소 역시나 동일했다(행 19:8). 처음에는 유
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하게 강론했으나 저항이 너무나 거세 계속 강론할
수가 없게 되었다(행 19:8~9). 그래서 그는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강론의 장소로 삼게 된다.
여기서 서원이란 ‘스콜레(σχολῇ)’라 불리는 강연장으로 오늘날 영어의 ‘school’도 이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 ‘두란노’는 그 장소의 주인이거나 그곳에서 계속 강의를 하는 선생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가르침이 이어졌으니 교회의 성격뿐만 아니라 학교의 성격까지 분명해진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 소문이 점점 퍼져 나가 아시아 전역의 인구
가 바울이 강해하는 말씀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행 19:10). 49 놀라운 것은 이렇게 꾸준한 말
씀의 공급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더해지자 ‘주의 말씀’(행 19:20)이 세력을 얻었다고 했다. 주의

47) Donald Hegner, 「WBC성경주석: 마태복음1-13(하)」(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8), 1318.
48) Ibid., 1321.
49) 목회와 신학 편집부, 「사도행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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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 다른 것들을 압도하여 지배적인 힘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자연히 에베소의 주술적인 문
화 자체를 개혁하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이 되었고 누가는 이를 놓고 ‘이 일이 다 된 후’(행
19:21)라는 완성적인 표현까지 사용한다. 50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에베
소를 중심으로 한 2년여 동안의 사역은 소아시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역이었고, 에베소를 거
점으로 삼은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가 탄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리
쿠스 계곡(Lycus Valley)까지 복음이 퍼져 골로새, 히에라 폴리, 라오디게아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탄생했다. 이때 태동한 교회들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교회들이 되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후 40년 뒤인 비두니아에서 플리니(Pliny)는 트라얀(Trajan) 황제
에게 보낸 유명한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기독교를 소개하였다. “이 미신의 폐풍은 도시에서뿐만 아니
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다.” 이 서신은 기독교가 얼마나 큰 세력으로 성장 했는지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51 바울이 세운 하나의 학교가 도시를 넘어 소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막강
한 위력을 발휘했음을 볼 수 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라오스와 인접하고
있고 아래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두고 있는 나라이다. 무엇보다 불교
국가이면서도 주위 나라들과 같지 않게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곳에 기독교학
교가 세워져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들이 나온다면 과거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두란노 학교는 오늘날 기독교학
교에 대한 충분한 동기와 근거가 된다.

11)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딤전 4:6; 13-16)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

50) Ibid., 354.
51) 한성천∙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사도행전)」(서울: 제자원, 2004),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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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한다. 지금 시대는 정보의 홍수인 시대이자
수많은 지식의 홍수인 시대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 가르침과 깨우침을 받으려
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 없는 것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이 중에서는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지식도 상당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1절에서 ‘미혹케 하는 영’으로 번역된 ‘프뉴마신 플라노이스(πνεύμασιν πλάνοις)’에서 ‘플라노이스

(πλάνοις)는 본래 ‘방황’을 뜻하는 단어 ‘플라네(πλάνη)에서 파생한 형용사로서 ‘방황하게 하는’, ‘길을
잃게 하는’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는 ‘속이는’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바울은 본절 상반절에서
이미 자신의 예언이 성령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절에서 거짓 배교
자들의 출현 예고와 더불어 그 배교를 일으키는 거짓 교훈의 배후가 사단이란 점을 동시에 언급한다.
이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훈 문제를 단순한 차원이 아닌 보다 심층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52
이처럼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현 시대의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
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 ‘플라노이스(πλάνοις), 즉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든다. 이러한 지식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의 이를 수 없
다.”(딤후 3:7)는 바울의 말처럼 결국 허무한 길로 이끌어갈 뿐이다. 바울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딤전 4:6)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언급한다. 여기서 ‘깨우치다’
의 대상은 만일 그대로 방치하면 거짓 교훈에 휩쓸려버릴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말한다. 즉 그런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끊임
없는 교육만이 허무하지 않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바울은 양육을 받는 수단으로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을 내세운다. ‘말씀’으로 번역
된 ‘로고이스(λόγοις)’는 복수형인데 이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며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 말씀을 말한다. ‘네가 좇은 선한 교훈’이라는 말에서 ‘네가 좇은’의 뜻은 ‘친밀하게 뒤따르다’는

52) 한성천∙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디모데전서-후서)」(서울: 제자원, 20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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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선한 교훈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친근하게 여기며 좇아왔다는 의미이다. 53 이로 볼 때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
한 교훈을 꾸준히 받았음이 분명하다(딤후 1:5).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것을 부탁한다(딤전 4:13).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의미로 번역된 ‘파라클레세이(παρακάλει)와 ‘디다스칼리아(διδασκαλίᾳ)는 각각
‘권면하고 위로하는 행위’와 ‘교육하는 일’을 뜻한다. 양자가 거의 동일한 개념이지만 굳이 차이를 말
하자면 ‘파라클레세이(παρακάλει)는 상담 등을 통해 연약한 자들과 시험에 빠진 자들을 격려하고 선
도하는 것을 말하고 ‘디다스칼리아(διδασκαλίᾳ)’는 주로 성경 및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지
칭하는 표현이다. 54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16절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명령한다.
바울이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권면함이 구원 여부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항상
말씀으로 양육 했듯이 기독교 교육이 있는 곳에는 이 가르침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기독교학교는 가정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대행하는 ‘In Loco Parentes’의 정체성을 가져야하는 기
관이다. 중세기 이후 기독교학교들은 라틴어로 ‘In Loco Parentes’ 즉 ‘In the Place of Parentes’라는 가
치로 학교의 역할은 철저히 부모에게 부여된 교육적 권위에 종속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였다. 55 만일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사람이라면 기독교학교에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강력하게 요구했을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러한 내용은 기독교학교의
교사들과 기독교학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가치관이고 자세라 할 수 있다.

12)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1-4).

53) Ibid., 213.
54) 한성천∙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디모데 전서-디모데후서)」, 224.
55)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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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그가 순교 당하기 얼마전에 기록한 것이다. 당시에 로마는
‘네로’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바울 역시나 핍박 속에서 결국
순교를 당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세의 타락상에 대한 예고 및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최후 경고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4장에서 말씀 전파의 엄숙한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임을 알 수 있다.
말씀 전파의 절대 명령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여는 4장 1, 2절에는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 전파에
전념해야 함을 말해준다.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원문에서는 ‘엄히 명하노니’로 번역된 ‘디아마르퀴로
마이(διαμαρτύρομαι)’가 가장 먼저 등장하여 본문 이하의 명령이 디모데가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56 4장 2절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전파를 결코
게을리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다. ‘전파하라’로 번역된 단어는 ‘공중 앞에서 선포
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단순히 이미 신앙을 가진 자들 앞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비견될 수 없
는 수준의 것으로 이보다 더욱 강한 뉘앙스를 함축한다. 이는 초대 교회 당시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하
여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죽음조차 무릅쓰고 이교도들 앞에서 말씀을선포하는 것과 같
은 맥락의 복음 전파 행위를 가리킨다. ‘항상 힘쓰라’로 번역된 ‘에피스테디(ἐπίστηθι)라는 단어는 본
래 ‘곁에 서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을 지닌 ‘에피스테미(ἐφίστημι)’의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항상 자
신의 복음 전파 임무에 가까이 있어야 함’ 즉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신실성’과 ‘준비성’을 동시에 함축하는 표현으로 ‘때를 얻든
지 못 얻든지’라는 표현과 조화를 이룬다. 복음 선포 행위는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불문하고 항
상 신실성과 준비성이 요구되는 행위인 것이다. 57
복음을 전파하는 시기는 특별히 어떠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장소 또한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
항상 힘 쓰라고 했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교회건물 안에서 전해지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
니다. 어릴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하루 많은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56) 한성천∙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디모데 전서-디모데후서)」(서울: 제자원, 2004), 563.
57) Ibid., 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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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라는 곳은 오히려 복음 메시지가 어떤 형식으로든 전달되어야 할 최고의 장소이자 시간대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사도 바울의 엄숙한 명령은 학교라는 공간과 시간을 당연하듯
내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애당초 거절한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시간과 공간이다.

2. 기독교학교의 이해

1) 기독교학교의 태동
과거 시대에서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생활터전,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져 왔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주로 성인들을 행동과 말, 삶의 대부분을 보고 들으며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그 이후 사회집단의 확대로 그 기능이 분화되고 사회 문화가 축적, 증가되어 이전처럼 일
상생활을 통한 교육 작용보다 어떤 표면화된 전달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58 인간의 문화 발전은 점
차적으로 효율적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태동 시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 바로
학교라는 곳이다. 결국 사회제도로서 학교는 인간의 문화적,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
다.
학교는 다시 수준별로 단계화가 되어 발전하는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학교로 세분화 되게 된다. 기
독교학교 역시 세분화된 다양한 종류의 학교로 볼 수 있다. 기독교 공동체의 교육 역시 처음에는 가
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점차적으로 교회로 확장되었고, 결국 기독학교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신앙
의 교육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실상 현시대의 학생들이 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오히려 가정과 교회보다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의 교육과 친구들과의
관계로부터 받는 영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캄보디아의 교육현실은 아주 미흡
하나 정부는 모든 취학연령 학생이 9년 간의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교육지원 프로그램’(Education Sector Support Program: ESSP,

58) 정영찬,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개혁주의적 고찰」(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20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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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년)을 추진 중에 있다. 59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가 시행하는 나름대로의 교육에 대한 노력은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고
그 수준 또한 상당히 미흡하다. 즉 캄보디아인들의 가정과 교회의 교육만으로 전문적인 기독교
신앙인을 키워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학교가 교육의 전문적 기관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만일 기독교 교육을 가정과 교회에 한정시킨다면, 그 기독교교육은 전체교육중의
초기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혹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제외해 버린 부분적인 교육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60
기독교학교 운동이 활발이 일어난 것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명이 발전된 고대사에는 통
치 계급을 위한 학교가 존재했고,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귀족이나 자유민을 위한 학교가 있었
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중세에 이르러 대부분의 학교가 교회 부설기관으로 설
립되어 발전하였다. 18세기~19세기 유럽의 많은 국가는 근대 인본주의 정신에 따라 교회와의 관계로
부터 독립한 새로운 차원의 근대국가로 탈바꿈하였고,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국민교육을 시도하
려고 초등학교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그 제도에 따라 국가가 학교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관리하는 학교교육은 성격상 세속적 관심에 따른 것이어서 경건한 기독교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이에 대항한 새로운 의미의 기독학교운동이 19세기 이래로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다. 61

2) 기독교학교의 필요성
(1) 획일화된 공교육
현시대 학교교육은 국민들의 요구와 현 사회의 필요에 따라 획일화되고 보편화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무 무상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할 수록 무상교육
연한은 확대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이 의무적인 공교육으로 발전됨에 따라 그에 따르는 역기

59) 김정효 외「캄보디아 도서관 강화 방안 컨설팅 연구」(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0). 102.
60) 조성국, 「기독교교육학의 길」(부산: 기독교사상연구소, 2010). 93.
61) Ibid.,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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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도 분명 존재한다. 저명한 교육분석가인 로버트 율릭(Robert Ulich)은 미국 학교에 대해서 논평하기
를 “오늘날까지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 간의 교육을 돌이켜 볼 때 과학을 너무
강조하고 인간의 참된 목적은 등한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명백히 교육 자체는 인간의 영구적인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이다.”라고 했다. 62 즉 학교의 공교육이 매우 과학주의(Scientism)로 흘
러 가버린 것이다. 김성수 역시 1980년대 초엽의 기본 지식으로의 환원 운동(back-to-basic

movement)은 다시금 자연 또는 과학의 ‘이상’에로 돌아갔다고 말하면서 현대 인본주의적 온건 및 급
진주의적인 학교비판론자들의 사상에는 현대의 인본주의적 종교적 동인의 퍼스넬리티(personality) 또
는 자유의 이상이 다시금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63
과학주의의 특색은 학문으로부터 종교를 배격하거나 주관주의를 제외시킨다. 당연히 일반 공교육은
철저히 종교적인 부분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매우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현재 한국 사회는 기독
교 학교라고 하는 곳까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립학교의 교육은 학교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학주의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학주의가 바탕이 된
교육은 인간의 사상을 황폐화 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특성
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화 된 교육으로 이끌고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과 자기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
이 학교교육의 절대적인 과업이 된 현실에서 학교교육은 심미적, 영적, 초월적 가치를 간과할 수밖에
없다. 심미적, 영적, 초월적 가치가 배제되고 물질주의, 경제주의, 실증주의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
는 사회에서 인간은 영성과 감성이 결여된 메마른 존재로서 소외감과 허무감을 가진 존재로 전락하
기 쉽다. 64 캄보디아의 공교육은 이러한 과학주의적 사상 뿐만 아니라 불교적 사상, 공산주의적 사상
까지 가미된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교육의 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의 기독교학교의 필요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2) Norman De Jong. Philosophy of Education: A Christian Approach, 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철학의 원리와 실제」, (서울:
성광문화사, 1983), 108.
63) 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2). 127.
64) 강영택, “기독교학교의 사명과 공공성”, 「신앙과 학문 제18권」 (200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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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과 교회 교육의 한계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 존재한다. 태어나자 마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점점 더 성장해
가면서 학교 및 교회, 직장 등 다양한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그 중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세 곳이라
는 중요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가정, 교회, 학교이다. 그 중에 교육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어렵지 않
게 발견하게 된다. 맞벌이로 인해 부모의 가정교육은 거의 사라져가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 대학에 들어갈 일반지식만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점점 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자녀
를 낳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가정의 위기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오늘
날에는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훈계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으며, 자본주의로 인해 가정의
구조가 돈을 많이 벌어 소비하는 장소로 변화되었다. 부모의 직업이나 수입에 따라 가정이 많은 영향
을 받기 때문에 가정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될 자녀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어떠한 여성들은 가정이 자신의 활동과 취미의 발전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조차 이제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의 주일학교에 맡겨 버리고, 지식 교육은 학교와 과외 교사에게 맡겨 버렸다. 정작
가장 중요한 부모는 학비만 지원하는 존재로서 전락해 버렸다. 65
연구자가 캄보디아에 살면서 바라본 캄보디아의 가정 역시나 매우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
다. 출퇴근 시간에 국도를 지나다 보면 수많은 트럭 위에 수십 명의 여인들이 차 위에 매달려 공장으
로 향하고 있다. 남편들 역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출근하는 환경에서 많은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
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이들은 어른들이 즐기는 술과 도박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고, 어릴 때부
터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화를 접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뼛속 깊이 박혀 있는 불교문화와 점점 변하
고 있는 물질만능주의는 캄보디아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기에 너무나
큰 도전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장완익은 2016년 프놈펜 포럼에서 캄보디아인들은 천 년 이상, 힌두교와 소승불교를 믿어왔으며,

65) 박은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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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85%가 불교를 자신의 삶으로 여기고, 캄보디아 헌법에서도 불교를 국교로 지정했다고 말한
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불교는 크메르의 하나의 종교라기 보다는 모든 종교 전체에서 대표적인 종교
이며, 수많은 불교 사원들은 종교적이라기 보다는 문화, 교육, 의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
다. 66 그만큼 삶의 전반에 불교사상이 뿌리깊게 그들을 이미 지배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끊임없
이 밀려오는 물질과 공산주의적 사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이다. 이러한 가정과 사회환경을 가
지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에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기독인 리더를 배출하기에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의 교육은 어떠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오늘날 교회 교육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무
엇보다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주일 설교와 공과교육 시간을 통합해 1~2시간을 넘지 못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나마 그 시간도 아까워 학원으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과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공간, 교사의 자질 부족, 성도의 급감으로 인한 교육에 대한 교회의 정책 빈곤 등도
일조를 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이 이정도라면 캄보디아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인 선교사들은
교육사역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설립과 신학교, 국제학교, 기술학교 성경학교, 농군학교
등을 사역하고 있다. 67 그러나 문제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런저런 수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선교사 각 개인의 신학과 주관적인 교육이 대부분이고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무엇보다도 캄보디아의 교회 지도자들은 각 개인과 가정의
빈곤 문제로 교회 사역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지도자 중 63%는 농사를 짓고 있다(주캄
한인선교사회 선교역사연구분과 2013, 155-156). 즉 단지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제대로 된 성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주캄한인선교사회(KMAC) 선교보고에 따르면 다
음과 같다.

66) 장완익, 「캄보디아 선교의 현주소와 대안」(프놈펜 포럼 자료집, 2016), 63.
67) 함윤정,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의 선교 유형”, 박사학위 논문, 백석대학교기독전문대학원, 2017, 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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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인과 교회지도자의 성경 보유와 지도자의 성경 읽기와 성경 및 신학 지식을 주제로 조사
신앙생활 항목

퍼센트(%)
성경을 보유하고 있다 43%

교인 및 교회 지도자들의 성경 보유

성경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45%
확실하지 않다 12%
신∙구약 모두 읽는다. 33%
신∙구약 일부만 읽는다 59%

교회지도자의 성경 읽기

신약 일부만 읽는다. 1%
신약만 읽고 구약은 읽지 않는다. 4%
신∙구약 모두 읽지 않는다. 1%

성경 및 신학 지식

조금 알고 있다. 52%
잘 알고 있다. 27%
잘 모르고 있다. 20%
세미나 참여 43%

신학 훈련 및 성경공부 방법

라디오나 TV를 통하여서 17%
혼자서 한다 21%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통하여 16%
신학교 교육 3%
(출처: 주캄한인선교사회 선교역사연구분관 2013, 162-167) 68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캄보디아 현지 교회지도자들 및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현재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경이나 신학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의 퍼센트가 단지
52% 정도 나왔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반증해준다. 비록 위의
자료를 기준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차이가 큰 변동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 많은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캄보디아인들이 사는 대부분의 마을의 중
요자리에는 여전히 사원(寺院)이 자리하고 있다. 크메르인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될
때부터 사원에 보내고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그래서 승려는 종교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선생님
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보면 된다. 69 그러므로 주일에 한 번 있는 교회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불교
교육을 삶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온 이들 캄보디아인들에게 기독교적 사상을 심어 준다는 것은 너

68) 주캄한인선교사회 선교역사 연구분과, 「캄보디아를 향한 복음의 발자취들: 네스토리안과 1923년 이전의 기독교선교」,
서울: 첨탑, 2013, 162-7.
69) 정연식, 「캄보디아의 승가와 국가」(수완나부미 제3권 제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2011),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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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나 힘들다고 할 수 있다.

(3) 급변하고 있는 시대
21세기를 ‘포스터모더니즘’시대라고 일컫는데 이는 근대 이후의 시대사상을 일컫는 말이다. 박상진
은 ‘포스터모더니즘’을 근대 이후의 시대사상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면서 근대주의 사상체계를 근본적
으로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상의 경향이라고 했다. 70 포스터모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상
대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절
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이며, 절대적 진리가 아닌 다양한 진리를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역시나
다른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 방법만 다르지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적이 경향이 팽배한 사상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에 물든 사람은 당연히 절대적 진리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진실된 세계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현재 중국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개인 휴대전화기를 통해 SNS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은 한국이나 일본 등에
돈을 벌기 위해 나가고자 애를 쓰고 있다. 일단 한 번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이 주는
힘과 즐거움을 알고 돌아오는 것이다. 연구자가 크메르어를 배우기 위해 다닌 어학원 안에는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수많은 캄보디아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대부
분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 이미 다녀온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들은
재시험을 보고 한국에 나가려는 것이다. 상당수의 젊은 캄보디아 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 진리가 주는 기쁨과 자유를 알기도 전에 오히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맛을
듣기도 하고 또 직접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기독교적 가치관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가정과 교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독교학교를 세우는 것은 이 시대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70) 박상진, 「한국교회의 영적부흥과 리더쉽」(소망신학포럼, 2004. 1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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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기독교교육학자인 브루멜른(Brummelen)은 신명기 6장과 시편 78편이 오늘날과 같이 다
원화된 사회에서 차별성 있는 기독교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보았
다. “주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시편 78:4)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받은 의무이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
학교 교육은 확대된 가족 안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회당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주 안에서 자
녀를 양육하라는 명령은 가정과 교회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학교의 교육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시편 19:1, 8)고 공개적
으로 선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1

3)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 학교의 위기는 의심할 바 없이 학교의 교수활동이 항상 진정으로 교
육적 교수활동(Educational teaching)이 되지 못하고 빈번하게 어떤 이차적인 목적, 예컨대 정치적이
며 이념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 왔다. 학교가 미래사회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학교
의 교수기능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 곧 아동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과업)을 능
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동을 준비시키고 인도해 나가는 일에 충실할 때에 가능하다. 72 기독교
학교 역시나 동일하다. 만일 기독교 학교가 기독학교로서 가져야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에 현대 사회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에 동일하게 봉착하고 말 것이다.
기독교학교의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정신을 교육철학으로 하여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따라
서 교회의 교육처럼 종교가 직접적으로 와 닿는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즉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그 원리와 방침이 실시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학교의 교육은 예배나 성경
수업을 비롯한 몇 가지의 행사가 실시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73 일반학교와의 차이가

71) Harro Van Brummelen,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기학연 교육연구모임 역,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서울: IVP, 1996), 17.
72) 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2). 119.
73) 최규명 “기독교학교와 교육목회의 당위성”「대학과 복음」(2013, 17),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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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과목 하나 더 추가하는 정도라면 신-인(神-人)관계에 기초한 올바른 인
간형성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기독교학교의 존재 목적이 단순히 일반 학교에 비해 좀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면 사치품이란 항의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좀더 나은 환경
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즉 신본주의 대 인본주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면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관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성립되는 것이다. 74
기독교학교가 일반학교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박상진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
진 학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75 이로 볼 때
2007년 제92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채택한 ‘기독교학교교육헌장’은 기독학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해 좋은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 교육헌장은 박상진이 초안을 작성하였
고 총회 교육자원부의 기독교학교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교육자원부의 헌의를 통해 제92회 총회가 이
를 채택했다. 76 박상진은 ‘기독교학교교육헌장’에 기독교학교의 교육 방향에 대해 기술하기를 “기독교
학교는 복음화와 제자화를 추구한다. 기독교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
되어 기독인이 되도록 도우며,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
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도록 교육한다.”라고 했다. 77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는 교육 방향이 복음화와 제자화로 요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학교의 존재가치는 예수그리
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전파라는 것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독교학교가 가지는 구별된 정체성으로 또 다른 차이점을 찾는다면 교육관이다. 박상진은 기독 학
교의 교육관에 말하기를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 기독교학교는 학생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거나

74) 김요셉, “기독교학교 설립의 당위성.”「기독교학교 왜 필요한가」(총신대 기독교교육연구소, 1998, 제9권 1집). 42-3.
75)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105.
76) Ibid., 93.
77) Ibid.,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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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변혁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도록 교
육한다.”라고 했다. 78 교육에 있어 어떠한 관점을 잡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만일 성경적 인간관과 지
식관, 사회관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교육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근거를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4) 기독교학교만이 가지는 장점
(1) 좋은 전도의 현장
전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 지역의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게다가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나쁘기 때
문에 전도를 받고도 교회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성당이나 절로 가겠
다는 사람이 많다. 79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다행이라면 캄보디아의 교회가 가지고 있
는 모습은 아직 한국과 같은 실정은 아니다. 단지 강력한 불교 영향권에 속하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
에 종교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캄
보디아는 기독교인이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1993년 이전 캄보디아 내에는 약
1,000명 미만의 크리스천들이 생존해 있었으나 난민촌에서 돌아온 크리스천들과 많은 기독교 NGO
들의 구제사역 그리고 많은 선교사와 현지인 목회자들의 교회개척 사역이 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교회들이 4,0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신자들의 숫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약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80 한국이나 미국, 유럽과는 달리 교회의 증가와 기
독교인들의 숫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 덕분에 캄보디아에서 기독교학교는
지역사회와 교회, 나아가서 가정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다.

78)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 97.
79) 박은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19.
80) 바울선교회, “선교지소개”[온라인자료]

http://www.bauri.org/index.php?mid=board_VfnZ09&category=3524&documentsrl=41810. 2019. 11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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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했듯이 캄보디아에도 이제 점점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학교가 가지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혹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종
교색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교회에 간다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나 자녀들
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기독교적 사상이 들어있는 문화행사나 학급의 활동을 통해
서 학생 개인과 부모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큰 유익이 있다.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코너
스톤(Corner stone) 학교나 연구자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엘드림(El dream) 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행
사를 할 때 학부모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부감없이 참여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즉 기독교학교를 통해 기독교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2)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과 영성교육
대부분의 공립학교의 교육철학은 인본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제 교육과정에
통전적 비판과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한다. 판 브루멜렌(Harro van Brummelen)은 인본주의 교육 과
정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기를 첫째, 교과지식 학습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둘째, 과정적
접근도 충분하지 못하며, 셋째,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적실성의 관점도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한
다. 81 노오만 디 종(Norman De Jong)은 체계화된 교육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을 통
해서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향한 인간의 개인적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이웃하는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세계에 대한 참된 이해와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재창조
및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82 한국을 볼 때 1960년 이후에 전개된 급변하는 정치적인 상황과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점점 더 공교육화가 되어갔다. 현재의 대한민국 학교 상
황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극심한 학력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어 버
렸고, 이성 중심의 합리적 사회를 추구로 언어, 논리, 수리 계산 능력, 과학적 사고를 강조하며 이성

81) 조성국.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교교육」(부산: 고신대학교 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2003). 38.
82) Norman De Jong, Education in the Truth, 신청기 역, 「진리에 기초를 둔 교육」(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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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훈련에만 집중해 왔다. 그러한 교육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확연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 섬김과 사랑, 헌신,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이기주의로 분열
과 갈등의 도가니에 빠져들어 있다.
이에 반하여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지식은 그 모든 지식이 계시된 말씀에 의존하며 단지 지성
만이 아니라 전인에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지식은 인지적 지식을
넘어선다.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지식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책임 있는 헌신의 자리
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초로 하고, 기준을 삼은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여 하나
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혼란
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 과도한 물질주의와 현세주의로 인해 소외
와 허무 속에 갇혀 있는 지금의 학교와 사회를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타자에 대한 넓은 이
해로 가득한 학교와 사회로 회복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내적 정체감과 외적 관계가 건강한 개인
들의 양성은 서로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심미적, 영적으로 풍요로운 공적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83

(3) 다양한 기독교적 문화 전파
기독 학교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 중의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선교사들이 직접 포교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선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방편이 바로 병원과 교육사업이었다. 선교사들은 당시의 한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통한 간접적 선교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인 선교 정책으로 펼쳐 나
갔다. 84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 학교나 병원, 출판 등의 문명의 이기가 보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
문이다. 기독교학교는 종교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기독교 학교가
신앙의 토대 위에서 펼치는 모든 예술 활동은 결국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

83) 강영택, “기독학교의 사명과 공공성”, 「신앙과 학문 18권」(2013, 4), 22.
84) 오인탁, 「일제의 식민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서울: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1982).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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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폭 넓은 예술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도움을 준다. 나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전문적인 영역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된다. 또한 어떤 경
우는 그들의 문화활동이 결국 직업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4)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의 양성
초기 한국 땅에 세워진 기독학교들의 건학 이념을 손인수는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첫째, 복음 전
도, 신자들의 기독교적 훈련, 교역자를 양성한다. 둘째, 봉건 사상에 사로 잡힌 한국인을 무지로부터
해방하여 실력 있는 한국인을 양성한다. 셋째, 남녀평등과 인도주의 및 민주주의를 교육한다. 넷째,
서양의 의술과 과학적인 치료방법을 보급한다. 다섯째, 서양 문물과 사상의 전달 및 제반 제도를 혁
신하고 현대화 한다. 여섯째, 근대화 교육을 통한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한다” 85 가장 첫째로 언급된
것이 복음을 전도하여 기독교적 훈련을 받은 교역자를 양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역시나 실
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입시 위주의 경쟁 사회가 되어 있는 한국 사회는 우월감과 열등감, 무엇보다 낮은 자존감
등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
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이다. 86 결국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점점 기능주의적 사고만 강조
한 실패한 교육임을 증명했다. 성공주의와 입시 지상주의적 가치관은 다른 학생을 이겨야만 되고, 넘
어서야만 될 적으로 만들었고 오직 사회적 지위와 많은 물질만이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오를 수 있
다는 사상으로 물들게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현재 기능주의와 획일주의로 변해버린 한국 교육의 현
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은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개성과 능력
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학교의 가
르침은 멀리 볼 때 사회의 문제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를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

85) 손인수, 「한국근대 교육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17.
86)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자살” [온라인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자살#자살률. 2019년 11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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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한일합방 이전까지 초기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학교는 선교라는 내면적이고 일
차적인 과제 수행과 더불어 당시 조선사회의 긴요한 과제였던 근대학교교육의 모델 기능을 수행함으
로써 구한말 조선 사회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볼 수 있다. 87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도 소위
‘일교회 일학교 운동’을 통하여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는 운동을 통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을 전후하여 800개교의 학교가 세워졌는데, 백낙준 박사가 이 시기를 ‘교육문예부흥시기’로 일컬었
다. 88 이 당시 기독학교들을 통하여 배출된 한경직 목사, 주기철 목사, 장기려 박사, 김 마리아 여사
등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된다. 89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헤아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운동, 웨슬리
부흥운동, 미국의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 무디 부흥운동 등 수많은 부흥운동에서 찾을 수 있는 현
상이다. 90 이로 볼 때 캄보디아의 기독교학교를 통해서도 역시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
하고 더 깊이 헤아리는 리더들이 배출됨으로서 사회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미래 사회에 큰 변
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5) 공동체 교육의 훈련장
1990년대 이후 서구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체 교육’ 또는 ‘교육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대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점점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있음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볼 수가 있
다.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공동체적 가치 대신
에 개인주의와 경쟁으로 점점 더 사회는 이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만일에 학교가 상호의존성을 핵
심으로하는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만든다면 이러한 개인주의와 경쟁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극복하는데

87) 조성국, “네델란드 기독교학교 운동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학교의 과제에 주는 함의”「기독교교육논총」(2009, 20), 22.
88)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 317.
89) Ibid., 349.
90)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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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관계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관계적 존재라 함은 인
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다른 인간, 보살피고 경작해야 할 자연과의 올
바른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 비로서 참된 인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이 관계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이라
는 존재적 방식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방식 역시
나 이러한 공동체적 존재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91 이처럼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
다면 마땅히 기독교학교교육은 올바른 관계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의 내용과 활동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개인, 더 나아가 다른 집단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교육과 훈련
은 수많은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혼란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 소수의 인원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봉
사활동, 방학을 이용한 팀 단기선교활동, 방과후 남은 일상을 함께 하는 기숙사 공동체 생활, 무엇보
다도 동일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과의 교제와 함께하는 활동은 대학입학과 성적우선
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일반학교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6) 사회변혁운동의 토대가 됨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학교의 설립 운동은 부흥 운동과 분리할 수 없다. 1903년에 있었던 원산의
부흥 운동 이후 기독교학교 설립이 점차 증가하다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지나며 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학교 설립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각성하고 계몽
된 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업에 대한 열망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선교사 보고서에는 “학교
에 대한 부르짖음이 어느 곳에서나 들린다. 수만의 학생들이 배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학교 설립운동은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하였는데, 장로교와 감리교의 구별 없이 진행되

91) 강영택, “기독학교의 사명과 공공성”, 「신앙과 학문 18권」(201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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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92 이 당시 기독교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후에 금주, 금연 운동은 물론 노비 철폐나 남녀평등을
통한 사회 개혁의 주체가 되었고, 1919년 3.1 운동을 비롯한 항일운동의 주역이 되었다는 점에서 영
적 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운동, 항일 운동 및 사회 개혁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93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볼 때 기독교교육이 변형(transformation)을 추구하고, 근본적인 삶
의 변화를 일으켰음을 증명한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문화나 관습, 생활방식을 갖게 하거나 문화적 회심(cultural

conversion)이나 문화화(enculturation)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회심(inner conversion)이 일어나
고 초월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삶의 표피적인 변화가 아니라 통전적(지적, 정
의적, 의지적, 실천적 영역)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4 무엇보다 기독교 교육이 사회변혁
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웃사랑의 명령과 사회적 책임(암 5:2; 마 22:39; 요 13:34)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좁게는 이웃에 대한 봉사(social service)로부터 시작하여 넓게는 구
조적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사회적 개혁을 포함하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정의의 하
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다. 95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민족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다. 그로 인해 한국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교회학교는 물론 기독교학교가 부흥
하게 되었다. 또한 남녀평등을 비롯한 인권신장과 노비제도의 철폐 등 사회개혁이 이루어졌고 민족교
육을 통한 애국 운동과 항일 운동까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96
캄보디아 역시 한국과 같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을 이루어내는 길은 현재 견고하게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불교사상이 가득한 교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기독교교육을 통한 교회학교와 기
독교 학교의 증가와 부흥을 통해 이들 기관들로부터 배출된 영적리더들이 민족의 각성을 이끌어야
가능하다.

92)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 318.
93) Ibid., 349.
94) Ibid., 350.
95) 박상진, “왜, 기독교학교인가?”「장신논단」(2005, 24), 515.
96)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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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독교학교의 역사적 근거

1) 예수 시대의 기독교 학교
유대인들에게 있어 교육은 공동체를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족장들은 종교적 절기와
예배 행사를 아이들에게 교육했다. 물론 구약성경에는 선지자들을 위한 학교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다. 연구자가 조사한 성경적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중에서도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었다(레 10:11, 신 33:10, 대하 17:7, 스 7:10). 공식적인
학교의 형태는 바벨론 유수 이후 활성화된 유대교 회당에서 나타난다. 97 사도바울의 사역에도 대부분
그의 가르침의 시작은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행 9:20, 13:14, 17:1,
17:17, 18:4, 18:19, 19:8). 사도들의 시대에는 이러한 유대교 회당 외에도 초등학교 형식의 학교가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쉐릴에 의하면 AD 64년 유대인 법령에 따라 각 구역과 도시마다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율법과 전통의식을 가르쳤다고 한다. 98 이때 이미 교육이 가정뿐만 아니라 회당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형태가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은
유대교 회당 학교에 설치된 정규 과정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다. 99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시대에
도 회당은 가르침을 위한 좋은 장소였다. 이외에도 공식적인 교육 수단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한 교사들이 부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전 12:28).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자
교회는 교리문답교육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초대교부였던 클레멘트(Clement,

AD 150-215)는 최초의 교육학자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교회는 타
락해만 가고 화석화 되어가자 이에 대한 반발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기독교 교육은 이
러한 수도원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100

97)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159.
98) Werner C. Grafendorf(ed.)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론」, 김국환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51.
99) Henry Morris 「기독교교육개요」, 이갑만 역 (생명의 말씀사, 1977), 38.
100)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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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의 기독교 학교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중세시대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독교 교육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평신도 교육은 건축물과 예술을 통한 상징으로 대체 되었다. 무엇보다 성경은 단지 일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일부 존재했던 교육도 큰 교구 교회와 수도원에만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12세기 이전의 중세 교육은 수도원 교육이 전부였다. 12-3세기에 와서 교회는 제대로 된 성직자를
길러낼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 이에 주교들은 큰 교회에 학교를 세워 사제를 길러내기 시작했
다. 교회에서 세운 학교는 교회법, 교회 행정, 회계, 논리학, 설교를 위한 웅변을 가르쳤다.
중세 후기 대학 교육 운동에서는 로마 주교의 교리적 시작으로 진행되었지만, 단순히 성경만을 가
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마의 문화를 이어 받아 삼학(Trivium – 문법학, 변증학, 수사학)과 4과
목(Quadrivium - 기하학, 천문학, 음악, 산술)을 체계로 가르쳤다. 이 과정은 신학을 위한 예비 과정
의 단계로서 ‘교양 과정(Liberal Art)’이라 불리는 것이다. 중세 교육의 암흑시대에 항거하며 생겨난
‘왈도파’(중세시대 세속적인 것을 피하고 성경적 생활양식을 고수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계를 품
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선교의 사명으로 불타올랐으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철학을 말씀을 인
용해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다.)나 공동생활 형제단(14세기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의 삶을 가르친 네
덜란드의 제라드 후루테(Gerard Groote)가 시작한 로마 가톨릭 경건주의자들 공동체)은 기독교 교육
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특별히 네덜란드 지역에서 시작된 공동생활형제단의 시조인 헤라르트
흐로우떠(Gerard Groote, 1340-1384)는 공동체 내에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가르치고 교리들을
교육한 것으로 유명하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M. Luther, 1483-1546)가 이 학교에서 배웠으니
그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101

3)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교 학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승인된 후에 기독교교육은 그 성격을 바꿀

101)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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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었다. 즉, 새로운 교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대신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대중을
교육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던 것이다. 특히 중세 초기는 소위 암흑시대로 대부분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 들이었고, 특히 야만인들까지도 교화해야 했다. 102 로마인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
지고 가는 곳마다 문법학교와 수사학교를 세웠으며, 이를 통해서 정복민들을 로마화했다. 이러한 로
마 사회에 기독교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기독 교인들은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다. 이교문화
에 배타적이었던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을 이교도 학교에 보내야하는가 아니면 교육을 전혀 시키지 말
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교도 문화와 기독교는 늘 갈등 상태에 있었으나 이 갈등이
성공적으로 절충된 것인 클레멘트와 오리겐의 영향아래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다. 103
이러한 화해에도 불구하고, 4세기말이 되면서 로마의 공립학교들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313년
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한 밀라노 칙령 선포 후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공립학교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황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위축되어 갔다. 결국 5세기에 이르러 야만족
이 로마를 침공하자, 공립학교는 파괴되고 문을 닫게 되었다. 104
중세 시대의 교회의 타락은 수도원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529년에는 특기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몬테 카시노’ 수도원의 건립이고, 다른 하나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플라톤 학파의 아카데미를 폐쇄한 일이다. 이 두 사건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1000년 동안 존재했던 아카데미의 폐쇄는 그리스 고급 교육의 종말을 의미했다. 반면에 ‘베테딕트’
수도원의 설립은 새롭고 다른 종류의 교육적, 학술적 기관의 탄생을 의미했다. 실제 수도원학교는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유럽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점차로 교육과 학문이 강조됨에 따라,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도 영향을 주어 경건 생활과 노동만을 중시했던 초기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서
및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을 수도원생활의 임무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수도원 학교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점차 수도원에서 고대 로마의 고전들을 표본으로 사용하며 보존하기 시작함에

102) 홍은숙, “중세 암흑기와 기독교교육의 역할”, 「성결신학연구 1호」(1996, 1), 260-1.
103) Ibid., 252-3
104) Ibid.,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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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고전들의 내용에 대한 흥미가 새롭게 일깨워졌다. 이에 많은 수도원들이 도서관을 세우고
문학과 교육적 활동에 힘을 기 울이게 되었다. 수도원학교는 초등과정의 교육 빛 종교교육을 통해서,
교육과 학문에 무관심했던 서유럽대륙의 암흑시대를 다소나마 밝혀 주었으며, 점차로 고전 및 경전
텍스트를 필사하는 일을 통해서 고대 문명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교도 지역 및 먼
지역까지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수도원학교의 교육 형태를 널리 보급하게 되었다. 105
독일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루터에 의해 시작된 유럽의 종교 개혁은 교회와 사회, 국가에 엄
청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정신으로 성경적 근거 아래 세상
을 보는 시야를 가졌다. 그들은 또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칼빈(J. Calvin, 1509-1564)은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추구했다. 칼빈은 제네바에 제네바 아카데미(Geneva Academy)라는 학
교를 만들었다. 한때는 학생이 3천명에 육박했을 정도로 성황 했는데 이 학교는 유럽의 개신교들에
게 큰 영향을 미쳤다.

4) 네덜란드의 기독교 학교
현대 기독교 학교의 역사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덜란드뿐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으로 이민을 간 성도들이 공립
학교의 무신론적 교육에 불안을 느끼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의 개혁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칼빈주의 신학의 영향을 깊게 받은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언약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언약신앙을 바탕으로 교회와 학교에서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고, 약430년 전부터 기독교 학교를 세웠다. 106 칼빈(1509-1564)의 영향으로 당시
네덜란드계의 칼빈주의 교회는 16세기에 네덜란드 신앙공백(1561),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1563)을
받아들였다.
17세기 초 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주장을 펼쳤던 알미니우스에 대

105) 홍은숙, “중세 암흑기와 기독교교육의 역할”, 「성결신학연구 1호」(1996, 1), 254-6.
106)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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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여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강조하였던 고마루스의 주장을 받아 들였고, 도
르트레흐트 총회(1618-1619)를 통하여 칼빈의 신학적 해석에 따른 교리를 정통교리로 공인하게 된
다. 이처럼 16세기와 17세기 네덜란드 사회를 주도한 것이 칼빈주의였으므로 이러한 정신은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도르크레흐트 총회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참 종교의 기초를 배워 참된 경건으
로 가득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것이 부모와 교사와 목사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무엇보
다 교사들은 모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개혁교회구성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7 그러나 1830년 이
후부터 국가는 학교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결국 신실한 개혁교회 성도들은 무늬만 기독교 하교일 뿐 정부의 지원과
간섭을 받는 공립학교 교육의 비기독교적 요소들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1816년부터 네덜란드 국왕이 영국 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최고 통치권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상당수가 이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교회의 머리는 국가의 왕이 아
니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34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덜란드 국가개혁
교회’로부터 분리를 감행해 떨어져 나왔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름뿐인 공립 기독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자신들이 세운 새로운 기독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기독
교 학교를 다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런 흐름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스도
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기독교 학교를 세웠고, 비용이 많이 들었
지만 생활비를 아껴 교사를 모집하고 학교 건물을 구입하였다. 이런 기독교 학교는 로마 천주교 학교
와 마찬가지로 특별 학교에 분류되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 역시 많았다. 108
물론 처음에 정부는 부모들이 사립 기독교 초등학교를 세워도 인정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도 않았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돈을 내어 학교 건물을 짓고 많은 학비를 내야 했음에도 신앙의 교육
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1888년 부분적인 재정 지원이 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

107) 조성국, “네델란드 기독교학교 운동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학교의 과제에 주는 함의”「기독교교육논총」, 제20집, 2009,
27.
108)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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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191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기독교 학교는 공립학교와 똑같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기독교 학교로서는 세계 최초이다. 현재 네덜란드 기독교 학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국가
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2003년 네덜란드 정부는 기독교 학
교에서도 소수 민족과 그룹의 통합을 위하여 과학, 정치, 미디어, 사회 등을 모두 가르칠 것을 결정
했다. 비록 현재 네덜란드 교회의 세속화로 인해 본래 가졌던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학교는 점점 사
라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60%가 기독교 학교가 포함된 특별한 학교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109
현재까지도 특히 정통 칼빈주의 공동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들은 큰 변함없이 칼빈주의적 교리와
경건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학교에 대한 전
반적 열정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동력을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다. 110 네덜란드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기독교 역사와 문화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캄보디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기독교
학교는 칼빈주의라는 특성이 있다.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 중에는 역시 칼빈주의라는 특성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기독교학교에 주는 함의가 있다. 한국 역시나 마찬가지
였다. 19세기말부터 한일합방전까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학교는 조선사회에 기여한 바
가 상당히 크다. 물론 선교라는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근대학교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게 됨으로 사회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5) 미국의 기독교 학교
미국 초기의 학교 형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개인이나 혹은 지방이 관리하는 형태로 시작 되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각 주들의 권한이 상당히 중앙집권화 되는
가운데서도 교육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학교들은 대개 성경을 가르침은 물론, 모든
교과목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육하는 기독교 학교였다.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성경을 최고로

109) Ibid., 166-7.
110) 조성국, “네델란드 기독교학교 운동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학교의 과제에 주는 함의”「기독교교육논총」, 제20집, 200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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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려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학교에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1835년 교육의 주도권이 개인과 지방에서 주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변화가 미국 사회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 물론 공립학교
의 역사에는 이 사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취급된다. 그렇지만 기독교 학교 역사에서 이 사건은 매
우 심각한 변화였음이 분명하다. 그 결과로 1837년 인간의 원죄 교리를 믿지 않는 유니테리언
(Unitarian)인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이 매사추세츠 교육위원회 서기로 임명되면서 주 정부가 책
임지는 공립학교가 시작되었다. 이 결정은 점점 미국 각 주로 퍼져나가게 되고 학교는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111 이후 1872년 신시내티(Cincinnati) 주 교육위원회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히
는 것을 금한다. 1890년 위스콘신(Wisconsin) 주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금하
고 네브라스카(Nebraska) 일리노이즈(Illinois), 루이지아나(Louisiana) 대법원도 1902-1915년에 공립
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찬송하는 것을 그들 각 주(州) 마다 헌법과 상충된다고 선언한다. 112 그러나 공
립학교가 시작되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낸 기독교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교회나 교구에서 설립한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교회나 교구의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로 운영되었는데 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
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지원하는 형태의 학교도 있었다. 개인들이 지원하는 학교는 뜻있는 몇 명의
개인들이 다른 부모의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교
육하기 위해 만든 기독교 학교였다. 이처럼 세속화된 공립학교를 떠나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
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는 가운데 점차 기독교 교육은 발
전해 갔다.
1920년에는 기독교 학교 연합체인 ‘전국 기독교 학교연합’(NUCS: National Union of Christian

School)이 설립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여러가지 정보들을 나누며 발전을 도모하
게 된다. 이 단체는 1979년부터 ‘국제 기독교학교 연합’(CSI: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으로 발전

111)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167-8.
112) J. Edward Hakes (편, 정정숙 역),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성광 문화사, 1979),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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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제적인 기구로 성장했다. 현재 이곳은 기독교 학교 교사 교육과 학부모에게 교육정보 제공,
월간지와 교재,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고 있다. 113
6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기독교 학교 운동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공립학교가 아
이들의 신앙적 교육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아이들의 인격 훈련을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
이다. 그리고 1960년 중반 이후 공립학교의 학문적 수준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114 1978년에 3개의
기독교 연합 단체가 합병하여 출발한 ‘국제 기독교 학교 협의회’ (CSI: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
는 현재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300개의 회원 학교를 둔 채 기독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15 연구자가 속해 있는 캄보디아 엘드림 국제학교 역시 캄보디아 정부에 정식 등록된 기독교
학교이자 ‘국제 기독교 학교 협의회’ (CSI: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에 2019년부터 정식 등록되
어 협력하고 있는 학교이다.

6) 캐나다의 기독교 학교
캐나다의 기독교 학교는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ombia) 주변에 정착하여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같이 19세기에 융성하기 시작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영
향과 함께 공립학교 교육이 활발해 지면서 전통기독교 학교를 점점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세기 말엽에 네덜란드 이민자들은 공립학교의 교육에 실망하고 점점 세속화 되기 시작한 기독교
학교에 불만족한 나머지 그들만의 새로운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바른 신앙 교육을 열망한
성도들은 자녀들을 신앙안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독교학교는 더욱 발전했다. 지금은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기독교 학교 연합(SCSBC: Society of Christian Schools in British Columbia. www.scsbc.ca)

113)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169.
114) 이 수치는 1950년에 결성된 캘리포니아 기독교학교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 CACS)안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115)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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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기독교 교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16 SCSBC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성경적 비전을 공유하는 비영리 기독교 학교 공동체 조직이다. 이들은 학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공동으로 추구하도록 도와준다. 물론 회원 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 제공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광범위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첫 학교는 1949년에 설립
이 되었고 현재 32개의 school societies, 40개의 school campuses, 100명 이상의 교장 및 관리자,
1000명 이상의 교사 및 교육지원 직원, 15.000명이 넘는 학생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무엇보다
학교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국가의 학생들도 캐나다의 기독교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고 있다. 이 단체는 재정적 모범사례, 지속 가능성 및 보고를 통해 캐나다 서부 지역의 100
개가 넘는 기독교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도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각 학교의 역량을 개발,
유지시켜주고, 전략을 갖춘 새로운 기독교학교를 설립해 나가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 117
공립학교가 활발히 시행되고 자유주의 신학의 난립, 인간의 가능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사상들이
점점 세상을 지배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인간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이상(理想)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그
꿈은 이상(異相)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는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역사속에서도 기독교학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과거역사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다.

7) 호주의 기독교 학교
백인사회가 정착하기 시작한 200년 전쯤, 호주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교육했다. 그러나 호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점점 사회가 세속화가 되고 그와 함께
공립학교 역시나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흐려지고 그 특성을 잃어갔다. 이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큰
도전을 받고 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 1962년,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116) Ibid., 170.
117) SCSBC, “캐나다 브리티시 기독교학교 공동체 비영리 단체”[온라인 자료] http://scsbc.ca/about/. , 2020년 5월 17일접속.

53

학교와 가정, 교회가 하나되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개혁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 설립과 운영은 여러 기독
교 종파의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과 함께 했다. 그것이 ‘기독 학부모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Christian

Parent Controlled School)였다.
기독교 학교 운동은 1970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얻어내게 되고 점점 가속화 되기 시작했다.
1997년 당시 74개 학교에서 2만여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 이 기독교 학교는 ‘국립기독교교육연구
소’(NICE: National Institute of Christian Education)라는 대학까지 설립하게 되었다. 이 대학을 통해
기독학교를 섬길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과정과 교재들까지 개발하고 있다. 호주에는 침례교를 중심으
로 하는 기독교 학교 단체인 ‘기독교 공동체 학교(CCS: Christian Community School)’가 있다. 이곳은
자녀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책임 역시나 큼을 인식하고 교회가 학교
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118
신앙 교육에 가장 중요한 현장은 물론 가정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단지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시대가 아니다. 호주의 ‘기독교 공동체 학교’가 자녀교육의 책임이 오직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기독교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기독교학교가 주는 신앙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호주의 기독교학교가 큰 흐름을 잡은 시기는 1974년 침례교 목사 로버트 프리스켄(Robert Frisken)
과 피터 헤스터(Peter Hester)의 영향이 크다. 그들은 일반학교에서 아이들을 빼내어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다. 교실은 지역 교회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가정과 협력한다면, 교회와 가정을 아우르
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마친 후, 1976년 14명의 학
생으로 시작한 것이 후에 기독교 학교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99년에는 121개의
학교에서 22,5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제3의 기독교교육 연구소(ICTE: Institute of

Christian Tertiary Education)를 설립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의 연구와 교사 양육, 교육 과

118)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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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개발하고 있다. 119

8) 한국역사의 기독교 학교
초창기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설립한 기독교학교에 관하여는 <독노회 회록: 1907-1912> 120에 통계
자료로 자세히 보고 되었다. 우리나라 기독교학교 설립의 역사적 배경은 1876년 ‘문호개방을 통한
근대화’에 있다. 당시 조선 정부가 쇄국정책을 풀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우리나라는 근대화로 나아가
는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서양문물을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유교
국가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것은 서양의 동점(東漸)이래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서양의 자연
과학, 군사, 기술의 우수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방법으로서 “동도서기론”(東道西器
論)이라 불렀다. 121
1882년에 조선정부가 미국과 외교관계(조미조약)를 체결하던 무렵, 급진개화파의 한 사람 김옥균
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과 접촉하면서, 조선의 개화를 보다 효과
적으로 추진 하려는 목에서, 이들이 조선으로 오도록 요청하다. 때마침 조선정부는 서양문물을 받아
들이려는 차원에서 일본으로 신사유람단을 파견하여 이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문화 등 제반
에 걸쳐 배워오게 했다. 김옥균의 열정과 신사유람단의 활동을 목격하며 조선의 개화의지를 확인한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선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1883년에 선교사 녹스(G.W. Knox)
가 본국의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서 조선선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122 그러나 당시 미국의 선교부에
서는 조선선교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현지에서 감리교회 목사인 가
우처(John F. Goucher)를 통해 조선선교는 미국 현지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게 된다.
1883년 조선정부가 미국방문사절단을 파송하게 되는데, 이 방문단 일행이 워싱턴으로 가는 도중

119) Ibid., 172.
120)「독노회록 및 제1회 총회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07-1912).
121) 원래 도(道)와 기(器)의 개념은「周易(주역)」에 “形而上者(형이상자)는 이를 道(도)라하고, 形而下者(형이하자)는 이를
器(기)라 한다.”는 데서 연유한다. 도란 우주만물의 본원이나 본체로서 사물의 배후에 있으면서 사물의 형체를 이루게 하는
원리를 뜻하고 기란 도에 의해서 구체인 형체를 이룬 현실세계의 사물을 말한다.
122) 백낙준, 「한국개신교사」(서울: 연세대 출판부, 197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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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학총장이자 감리교회 목사인 ‘가우처’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 만남을 통해 ‘가우처’ 목사는
조선 선교에 중요성을 깨닫고 하루 속히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가우처’는
먼저 당시에 일본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 맥클레이(Robert S. Maclay)가 김옥균과 가까운 사이임을
확인하고 그를 통하여 조선 왕실과 접촉하도록 했다. 이후 맥클레이는 1884년 6월에 한국을 방문하
게 되고, 당시 왕이었던 고종으로부터 학교 사역과 병원 사역을 하도록 허락을 받게 된다. 3개월 후
그해 9월 미국 선교사 알렌(H.N. Allen)이 드디어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후로 미
국에서 조선선교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우처’ 목사의 헌신과 수고로 1885년에 아펜셀러

(Henry G. Appenzeller)부부가 조선에 파송된다. 그리고 스크랜튼(William Bention Scranton)부부 및
스크랜튼 모부인(Mary S. Scranton),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역시 조선에 파송되었다.
당시 스크랜톤 목사가 급진개화파의 한 사람 박영효를 만나게 되는데, 박영효는 그에게 우리 백성
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과 기독교이니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교육하고 향상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123 조선정부가 동도서기론차원에서 허락한 미국
선교사들의 사역은 교육과 의료부문으로 한정되었고 공개적인 포교(선교)를 금지했다. 124 어쩔 수없이
선교사들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보다 교육이나 의료, 출판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조선에서 첫 기독교학교는 1885년 아펜젤러에 의해 설립된다. 125 그 이듬해 5월에 스크랜튼 모부
인(Mary F. Scranton)이 여성 교육기관을 세웠고 또한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학당’을 세웠다. 왕실은
이들 교육사업이 정부의 개화 정책에 잘 부합되리라 기대하며 큰 관심을 보엿다. 고종황제는 1887년
2월에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의 이름을 ‘인재를 배양하라’는 바램이 담긴 ‘배재학당(培材學堂)으로 지
어 주었다. 명성황후 또한 같은 해에 첫 여학교의 이름을 ‘이화(梨花, 배꽃)’로 지어주었다. 배꽃은 당
시 황실을 상징하는데, 이 꽃은 여성의 올바른 태도와 순결과 명랑을 상징하였다. 원래 이화학당 자

123) 민경배, 「한국의 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68), 55.
124)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엮음, 「한국 근대사 강의」 (서울: 한울, 1997), 86.
125) 이 학교의 설립에 하여는 1885년이라는 견해와 1886년이라는 견해로 나 뉜다. 李光麟, 「開化派와 開化思想硏究」,
(서울: 일조각, 1989), 93-105. 吳天錫, 「韓國新敎育史」, (서울: 현대교육총서출사, 196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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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는 ‘梨花亭’이라는 정자가 있어 그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견해도 있다. 126 그밖에 언더우드는 고
아들을 불러모아 먹이고 재우며 신식 교육을 하였다. 처음 고아원이었던 기숙학교 ‘언더우드 학당’은
1명으로 시작해 무료로 먹이고 입히며 성경, 영어, 한문을 가르치면서 결국 25명까지 이르게 된다.
이후 한국의 선교는 자립전도(self-propagation), 자립치리(self-government), 차립경제(self-support)
의 원리를 강조한 ‘네비우스’ 선교정책으로 변환이 된다. 원래 미국북장로교회 선교회가 언더우드학
당에 모든 재정을 담당하다가 그 정책으로 학비의 부담 능력이 일부라도 있는 학생에 한해 입학을
허락하게 된다. 학교의 이름도 1891년에 야소교학당((耶蘇敎學堂), 1893년에는 민노아학당(閔老雅學
堂)으로 바뀐 뒤 1896년에는 폐교도 하게 된다. 그러나 후에 1901년 선교사 게일(J.S. Gale)이 예수
교 중학교(耶蘇敎中學校)로 다시 개교하고, 1905년 경신학교(儆新學校)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날에 이
른다.
1898년에는 평양의 장대현(널다리골) 교회와 의주군의 남산교회가 각각 사숙을 설립하였다. 1900
년에는 의주읍 교회, 선천읍 교회, 황해도 황주군 용연 교회가 각각 사숙을 설립하였다. 교회들이 학
교를 설립한 동기는 하나같이 ‘교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다. 아마도 경건교육(성경, 기도)과
지식교육(영어, 산수 등의 신지식교육과 전통 한문교육)을 병행한 교육이었다고 짐작한다. 127 이처럼
조선땅에는 기독교학교가 이곳저곳 전국적으로 들풀처럼 일어나게 된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가 학교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섰다.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을 전후해서
소위 ‘1교회 1학교’운동이 일어나 교회마다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였다. 평양대부흥 운동은 교회의 부
흥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기독교교육을 실시하여 민족의 지도자를 양육함으로 나라의 부흥을 이루
려고 하였다. 기독교 중등학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기독교초등학교는 당시 한국교회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이다. 128 1907년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독노회((獨老老 – 대한 예수교 장로회 노

126) 최숙경, “梨花學堂 命名에 관한 諸說의 檢討”, 「梨花女子大學校 創立百周年記念論叢」제 48집(인문과학편),
(이화여자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6), 458-9.
127) 임희국,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학교 설립에 대하여 토착교회의 기독교학교 설립운동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27권」
(2006. 12), 47.
128)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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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설립되고 기독교학교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가 처음 보고되게 된다. 그 해의 <장로공의회 통
계 보고표>에 따르면, 1905년에 장로교회 전국 교회의 수가 417개이며 교단 소속 소학교의 수는
139개(학생 수 2,730명)였고, 1906년에는 교회 수가 584개이고 소학교의 수는 238개(학생수 5,124
명)였고, 1907년 에는 교회 수가 785개 이고 소학교의 수는 405개(학생수 8,615명)였고, 1908년에
는 교회 수가 897개이고 소학교의 수는 542개(학생수 13,147명)에 달했다. 129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
듯이 당시 평균 두 교회 당, 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었고, 1907년에는 두 교회당 소학교 하나 이상이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학교 역사는 이처럼 한국 교회사와 맞물려 있고, 한국교회의
성장은 곧 기독교학교의 성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초창기에 배출된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이 한국의 계몽과 발전과 큰 역할을 감당했음이 분명하다.
개신교회의 선교와 학교교육을 통해 여성억압문화, 봉건적 신분차별의식, 지나친 형식주의, 노동경시
풍조 등의 사회적 관행이 조금씩 개선되어 갔다. 130 학교 설립이 가장 왕성했던 지역은 평양을 심으
로 한 평안도다. 기독교학교의 설립은 또한 단계적으로 발해갔다. 초등교육기의 설립, 중등교육기의
설립, 그리고 고등교육기인 대학까지 설립했다. 모든 학교의 벽돌 한 장 한 장에 선각자(先覺) 교인
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어린 헌금이 스며 있었다. 그 당시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 환경 속에서, 몇
몇 기독교학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폐교되기도 했으나, 선각자들의 열정과 희생적 헌신으로 기
독교 학교 설립은 계속 이어져 갔다. 131

9) 캄보디아와 기독교 학교

129) 임희국,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학교 설립에 대하여 토착교회의 기독교학교 설립운동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27권」
(2006. 12), 51.
130) 노치준, “한말의 근대화와 기독교”,「역사비평 27호」(1994, 겨울), 310.
131) 임희국,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학교 설립에 대하여 토착교회의 기독교학교 설립운동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27권」
(2006. 1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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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의 기독교 역사
캄보디아의 개신교 선교는 190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진행이 된다. 그러나 사실 1887년에 알버트
심슨 (Alvet B. Simpson, 1843-1919) 목사에 의해 설립된 C&MA(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선교회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 C&MA 선교회는 설립 직후 첫 선교지를 인도로 잡고 첫 선교사
를 보낸다. 그후 선교회는 복음이 미치지 않은 최전방 지역을 찾게 되고 캄보디아가 선교지로 포함된
다. 1923년 캄보디아에 파송된 아서 하몬드(Arthur L.Hammond)와 데이비드 엘리슨(David W. Ellison)
가정은 프놈펜과 바탐방에서 성경번역, 교회개척,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갔다. 1941년
18세의 젊은 나이로 국왕에 간택된 ‘시하누크’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뒤 1955년 왕의 자리를 버리
고 정치인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그가 조직한 성콤당(인민 사회주의 공동체)은 불교 중심의 정당이었
다. ‘시하누크’는 캄보디아를 불교적 사회주의로 통치하게 되었고 크리스천과 대립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도 끊게 되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게 되고 캄보디아 교회는 정치적
탄압과, 세계대전, 식민통치를 겪게 된다. 교회의 핍박으로 캄보디아의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선교사들은 추방이 되는 수난을 겪었다. 132
1971년에서 1990년까지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침입한 공산주의, 내전 그리고 캄보디아의 홀로코스
트(Holocaust)라고 불리는 ‘크메르루주’의 통치 시대이다. 이는 캄보디아의 수난의 역사다. 물론 1970
년부터 1975년 론놀 공화국(Khmer Republic under Lon Nol)시기에 잠시 동안이지만 정부는 선교 활
동을 허락했고 미국과 외교를 개시하였다. 이 당시 캄보디아 복음 교회는 미국에 C&MA 선교사들을
다시 초청했고 1972년 월드비전의 Stanley Mooneyaham은 캄보디아에서 3일간 복음집회를 열었다.
당시 6천명의 숫자가 참석하여 복음을 들었고, 두번째 집회에는 1만 명이 참석을 했다. 1973년에는

O.M.F가 청소년센터를 세우고, C&MA는 목회자 훈련을 시켰다. 1969년에는 활동하는 교회가 2개밖
에 없었지만 1975년 31개 교회로 확장된다. 133 그러나 하나님이 캄보디아에 허락한 부흥의 기간은

132) 주캄한인선교사회 선교역사 연구분과, 「캄보디아를 향한 복음의 발자취들: 네스토리안과 1923년 이전의 기독교선교」
(서울: 첨탑, 2013), 35.
133) 김정호, “캄보디아 정치 체제와 선교역사의 관계성”, 「인도차이나 지역의 교회자립에 대한 연구보고서」(인도차이나
한인선교대회 신학분과, 20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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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짧았다. 1975년 4월 17일, 공산정권인 ‘크메르 루즈군’은 당시 무능했던 론놀 정권을 무너뜨리
고 프놈펜을 점령한 뒤 캄보디아를 통치하게 된다. ‘크메르 루즈’는 ‘론놀 공화국(Khmer Republic

under Lon nol)’에서 ‘크메르 공산당(Democratic Kampuchea)로 바꿔버린다.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되고
수많은 정치인과 지식인, 승려, 크리스천 들이 학살을 당하게 된다. 당시 캄보디아 국민의 3분의 1인
약 2백만 이상이 ‘폴포트(Pol Pot) 정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세계적으로 유
명한 바로 킬링필드(Killing field)이다. 피난민이 된 수많은 국민들이 태국국경을 넘어갔는데 그 중에
는 기독교신자들도 상당수가 된다. 당시 선교 단체들인 O.M.F, IMB, C&MA, YMCA, UN, Red Cross
등이 태국으로 들어가 피난민들에게 음식과 성경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캄보디아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다. 134
1975년부터 약 25년 동안 이어진 ‘폴포트 정권’은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암흑의 시대이
다. 그후 1978년 12월 베트남은 약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캄보디아 동부지역을 공격하게 된다. 당시
‘폴포트 정권’은 무너지게 되고 1979년 1월에 ‘크메르루즈’는 프놈펜을 떠나게 된다. ‘크메르루즈’가
떠나고 ‘헹섬린’이 캄보디아의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은 다시 ‘The People Republic of Kampuchea’로
바뀌게 된다. 1985년 현재 수상인 ‘훈센’이 캄보디아의 지도자로 서게 되면서 캄보디아의 국교는 불
교로 인정되고 만다. 이슬람의 활동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기독교 선교활동은 금지시킨다. 그러나 이
러한 상황에서도 태국 국경지역에 지내고 있던 그리스도인 피난민들은 꾸준히 교회를 개척했고, 구제
와 의료 선교를 활발하게 하였다. C&MA와 CCC 선교 단체는 그곳에서 교회와 지도자들을 돕고 훈
련시켰다. 135
태국에서의 난민 생활이 비록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시간은 또다른 부흥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75년에서 1981년 사이 태국 국경의 난민 수용소에서 일어난 부흥으로,
특별히 카오 제1당(Khao I Dang)에 생긴 난민 수용소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12만 명의 캄보

134) 김정호, “캄보디아 정치 체제와 선교역사의 관계성”, 「인도차이나 지역의 교회자립에 대한 연구보고서」(인도차이나
한인선교대회 신학분과, 2012), 156-7.
135) Ibid.,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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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수용소는 1980년 세계에서 가장 큰 캄보디아 교회였다.
수용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일부는 세계에 흩어진 캄보디아 ‘디아스포라’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36
1998년 8월 훈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이 정권을 잡으면서 ‘훈센’이 캄보디아 총리가
된다. 그해 12월 ‘크메르루즈’의 지도자 ‘폴포트’는 죽고 크메르루즈군은 항복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태국 국경에서 피난생활을 하던 많은 주민들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 중에는
역시 기독교인들도 상당수 포함된다. 비록 난민의 삶이었지만 그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신앙 훈련을
받았고 꾸준히 잘 성장했다. 캄보디아 교회는 1990년 4월 9일부터 다시금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
게 된다. 교회가 문을 열기 시작하고 공식 예배가 허용되면서, 선교단체와 기독 NGO가 캄보디아 땅
으로 다시 활발히 들어오게 된 것이다.

(2) 캄보디아의 교육 현실
캄보디아에서의 교육사역은 교회개척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교육 선교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보다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 자립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선교적 전략이다.
참고로 2014년 2월 현재 한국 선교사들이 모든 해외 선교지에 세운 학교는 약 810개이며, 이 중
신학교가 389개, 방과후학교 183개, 초등학교 104개, 중고등학교 55개, 대학교 44개, 직업훈련원
35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아시아 지역에서 초등학교는 31개, 중고교 21개, 대학교 10개, 신
학교 60개, 직업훈련원 23개, 방과후 학교 119개 정도로 세계 어디든 선교사들의 중점 사역이 교육
사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7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엘드림(El Dream

School)’학교의 초등학교가 2015는 인가를 받았고, 또 연구자의 사역지 ‘깜뽓’지역에는 아직 인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기독학교로 시작한 ‘코너스톤(Corner Stone)’학교도 새롭게 세워진 것을 볼 때, 전

136) 함윤정,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의 선교 유형”,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31.
137) 문상철, 「한국교회의 교육선교 현황과 발전방안」(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20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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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기독교 학교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숫자가 중요한 것
이 아니다.
캄보디아의 교육은 아직까지 그 질적 수준을 볼 때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한 상태이다. 오히려 대학
진학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문제로 어릴 때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캄보디아 교사들
이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현실적 문제는 급여이다. 연구자가 언어를 배울 당시 가르치던 교사는
대부분 개인 과외를 통해 재정을 충당했다. 경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위반 차량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교사는 학교의 정규수업보다는 부
업에 더욱 신경을 쓴다. 비록 대학을 나와도 수입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
지 않으니 굳이 대학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많은 학생들은 한국이나 일본 등으로 일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질적으로 좋은 교육환경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3) 캄보디아의 기독교 학교
캄보디아에서 사립학교는 2000년 초부터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5월 현재 정부에 등록된
사립학교는 274교로써 대부분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사립학교가
외국의 후원이나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후원하는 사립학교는
20개이며, 70%가 기독교계 학교이다. 특히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기독교 학교가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많은 수의 한인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유치원과 미션 스쿨을 계획하고 시도하였다. 대학
설립을 목적으로 삼고 입국하기 시작한 선교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교육 사역과 교회 양육
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과 함께 유치원이나 학교를 시작하는 것을 전략
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면은 처음 한국 선교를 시작했던 초기의 서양선교들의 전략과 공
통적인 부분이다.
한인 선교사의 교육 사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사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교사
역이다.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일반학교뿐만이 아니라 신학교, 성경학교,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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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교, 국제학교, 농군학교, 기술학교, 선교사 자녀 학교 등 특수한 목적에 따른 학교도 설립하여 운
영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공부방, 방과후 학교, 선교원, 보건교육, 학원(어학, 컴퓨터 등), 장학사
업, 교사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교육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자양육 및 학사 사역도 각각 93유닛, 30유닛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학사 사역은 큰 열매가 없다는 관계로 당시 프놈펜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점점 문을 닫는 상황이었다.
재캄보디아 한국개발 NGO협의회에서 펴낸 「2012 재캄보디아 한국개발 NGO 편람」을 보면 22
개의 단체 가운데 16개가 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들로 구
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으로는 학교 설립, 방과후 및 기술교육, 어린이 기금 등이다. 그러나 안타까
운 것은 22개의 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가 프놈펜이나 시엠립 등 대도시에 편중된 사역을 하고
있다. 138 아직 프놈펜을 벗어난 지방의 소도시의 경우에는 공립학교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방과후 사역과 유치원, 주일학교 사역에 머무르고 있을 뿐 공식적인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138) 함윤정,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의 선교 유형”,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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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학교 사례연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둔다. 만일 이것이 흔들린다면 비록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해도 절대적 가치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단지 도덕교육에 머무르는
교육이 될 뿐이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독교 교육은 전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다. 트리니티(Trinity)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 웨인

A. 그루뎀(Wayne A. Grudem)은 성경에 대한 4가지 권위를 주장했다:

첫째는 성경의 무오성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의 말씀은
모두 온전히 진실하며 어느 부분에도 오류가 없다. 139 둘째는 성경의 명확성이다. 성경 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누구나 신중하게 읽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140 셋째
성경의 필요성이다. 성경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다. 141 넷째는 성경의 충분성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각 단계마다 그의 백성들이
소유하도록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구원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다. 142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교육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연구자는 2장에서 기독 학교의 정체성을 언급하며
“기독교 학교는 복음화와 제자화를 추구한다. 기독교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기독인이 되도록 도우며,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도록 교육한다.”라고 박상진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연구자는 3 장에서 이러한 정체성과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 캄보디아에서 기독교학교로 운영되고

139) Wayne A. Grudem,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97), 117.
140) Ibid., 140.
141) Ibid., 155.
142) Ibid., 172.

64

있는 두 학교를 대표로 소개하고, 특별히 두 기독교 학교의 선교적 역할을 소개함으로 기독교 학교
운영이 선교적 역할에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1. 프놈펜(Phnom Penh) 엘드림 기독국제학교(El Dream School)

1) 엘드림 사역의 탄생
엘드림 학교는 민성기 재단이사장과 그의 아내 이찬해 교수가 선교사로 헌신하며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세운 학교이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0년 이라는 긴 시간을 군인으로 나라를 섬긴
뒤 장성으로 예편하였다. 그의 아내 이찬해 교수는 연세대학을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을 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34년 동안 연세대 교수로 지냈다. 그녀의 교수 정년 2년을 앞두고 이들 두
부부는 1년여간 선교훈련을 받은 뒤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게 된다.

민성기는 캄보디아 국립기술대

학교수로, 그의 아내 이찬해는 문화예술사역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단체 인터서브로부터 파송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El Dream)을 이루는 길이었다고 고백한다. 다음은 민성기 선교사가
캄보디아로 오기전 고백한 내용이다:

지난 날 미국에서 공학박사로, 한국에서 경제학 박사로 과학기술자 및 기업가로 사용하시다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이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릅니다. 인생 후반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몇 년 사역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아주 그 땅에 뼈를
묻으려고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짐을 정리하여 컨테이너로 캄보디아에 보냈습니다. 저희
아들 딸(아들은 내과의사, 딸은 피아니스트로 모두 미국에 거주 중)도 모두 흔쾌히 우리가 가는
길을 축복해주었습니다. 2010년 12월 말 우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자비량 선교사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El Dream)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143

인구가 1천 500만, 그 중에 18세 미만이 거의 절반인 나라에서 이들 부부가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역시 그들의 전공 분야였다. 캄보디아는 문화예술이 거의 바닥인 나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화예술 영역을 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잘할 수 있으나 돈이 많이

143) 민성기, “엘드림 항아리(Jar of El Dream)”, (사단법인 엘드림재단,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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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예술교육을 꿈으로 주셨습니다. 남이 엄두를 못 내는 문화예술 교육사업 말입니다.”라고 민성기
는 고백한다. 그들은 두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는 유치원을 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을 세우는 것이었다.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장지역으로, 대학교는 가장 비싼 동네에 열기 위
해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 후 유치원은 약 5천 세대가 살고 있는 외진 곳(현 엘드림 국제학교 위치)
에 2층 높이건물로 짓고(현재는 5층건물로 확보) 일년 간 준비한 후 개교하게 되고 학생 5명이 입교
하게 되었다. 현재 이들 5명은 유치원을 졸업 후 엘드림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다.
프놈펜 국제예술대학(PPIIA: Phnom Penh International Institute of the Arts)은 유치원과는 다르게 프
놈펜의 중심지에 땅을 사고 예술대학으로 설계 후 일년 후 준공 하게 되었다. 대부분이 대학인가를
먼저 받고 학교를 짓는데 ‘프놈펜 국제예술대학’은 반대다. 콘서트 홀, 발레 연습실, 디자인 실기실,
피아노 연습실, 오케스트라 및 합창 연습실 등 필요한 교실과 강의실 먼저 건설을 하고 2013년 3월
문화 예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 후 교육부 및 총리 인가가 9월 달에 나게 되며 초대 총장으로
이찬해 총장이 취임하게 된다. 민성기는 캄보디아에서 이러한 일은 거의 없는 기적이나 다름없다고
고백한다. 144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캄보디아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교육에 음악 및 미술시
간이 없는 나라이다. 무엇보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들 부부가 예술 대학
을 세웠을 때 수많은 동료 선교사나 주위 사람들은 불가능을 이야기 했다. 왜냐하면 모든 공교육에
예술 과목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재능으로 예술 대학에 입학할 아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모
집 공고를 낸 뒤에 의외로 60명의 학생이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한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어디서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렸는지 알아보니 놀랍게 교회에서 배웠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다. 동
서양 선교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프놈펜에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터치하고 있었
던 것이다.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이 이미 벌써부터 학생들을 준비해 두신 것이다. 145

144) 민성기,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예술대학 설립이야기(1)”, (Christian Magazine, 2016 September), 18-9.
145) Ibi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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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엘드림 학교 - 프놈펜 국제예술대학(PPIIA)
현재 엘드림의 사역은 1기 사역을 마친 후 2020년까지 5년간 사역 2기로 진행중에 있다. 사역 2
기는 사역 1기에 구현된 일을 보다 알차게 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시 채워나가는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역 2기의 목표는 우선 ‘프놈펜 국제예술대학’이 종합대학교로 성장하는 일이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 엘드림 국제학교 사역, 그리고 엘드림 문화예술 사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프놈펜 국제예술대학은 2020년에 증설되는 교육대학과 국제관계대학을 잘 정착시키면서 2년
후에 5개의 단과대학을 가진 종합대학교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음악대학, 디자인 대학,

Dance & Theater 대학을 포함하게 된다. 교육대학은 유아교육과, IT 교육과 및 언어교육과를 포함하
고 있으며, 국제관계대학은 국제법학과 국제정치외교학과 및 국제경제개발학과를 포함한다. 그야말로
명문 기독대학교의 바탕을 그림으로 추진중에 있다. 장차 10~20년 후에 기독 예술인, 기업인, 정치
인, 교육자를 배출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교육, 문화, 예술, 경제, 정치, 사회계에 전반적으로 활동하
며 캄보디아 사회전반에 기독인으로서 활동하도록 계획 중에 있다. 146
특별히 엘드림은 사회 지도층 배출을 위한 사역에 적극적이다. 민성기 이사장은 학생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교수요원을 키워내는데 많은 공을 드리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고, 대학원 과정까지 오픈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한국 및 해외 교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50%정도의 캄보디아 교수진을 하루빨리 확보할 목표를 세우고 진행
중에 있다. 향후 20년 후에는 캄보디아인 총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사장의 계획이다. 학생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 연수 ‘Study Tour Program’도 진행중이며 매년 7월 2주 동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나가 있는 전남대학교 유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국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한국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도록 진행중에 있다. 교수진 또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및 유
럽의 유능한 교수진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고 있다. 147 아래 사진은 프놈펜 예술대학교의 전경이다.

146) 민성기, “엘드림 항아리(Jar of El Dream)”, (사단법인 엘드림재단, 2020), 10.
147) Ibi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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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프놈펜 예술대학교(PPIIA) 전경

<사진 2> 프놈펜 예술 대학교 간판

3) 엘드림 학교 – 엘드림 국제학교(El Dream International School)
엘드림 국제학교는 현재 유치원 과정(Pre School 1,2, Pre-K, Kindergarten 1, 2, 3)과 초등학교(G1-

G6)과정, 중학교(G7-G9)과정, 고등학교(G10-G12)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기독교학교협회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와 협력한 학교로서 교과과정 역시 미국의 커리

68

큘럼을 따라 운행하고 있다. ACSI는 1978년에 설립된 국제기독교학교 협회로서 미국 콜로라도 ‘스프
링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이다. 현재 미국과 세계 각국에 기독교 학교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복음주의적 기독교 교육기관이다. 현재 캄보디아에 ACSI에 등록된 국제학교는 로고스, 호프, 그리고
엘드림 단 3곳이다. 그만큼 교육적인 부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민성기 재단이사장 이하 모든 교사들은 동일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다. 엘드림 국제학교에 들어
오는 모든 학생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엘드림 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
교까지 엘드림 교육 정신 아래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엘드림 국제학교의 예배 설교를
위해 매주마다 방문하며 바라보았던 인상적인 문구가 있다. 바로 ‘Not for me, for others’이다. 개인주
의적 사고방식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사회문화 속에서 ‘Not for me, for others’ 정신은 철저히 성경
적 세계관과 사고방식에 의해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엘드림의 교육 정
신이다. 이는 선교사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선교적인 마인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
다. 148 아래는 엘드림 국제학교와 강당의 모습이다.

<사진 3>엘드림 국제학교 모습과 강당 모습

148) 민성기, “엘드림 항아리(Jar of El Dream)”, (사단법인 엘드림재단, 20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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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놈펜 국제예술대학(PPIIA)와 엘드림 국제학교(El Dream International School)의 선교적 역할
엘드림 학교는 교육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핵심가
치를 세우고 교훈을 정하며 출발하게 된다. 엘드림 재단을 이끄는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이다. 이
에 따르는 교훈은 ‘Not for me, for others’이고 핵심가치는 온유(Meekness), 창조(Creativity), 성실

(Fatihfulness), 책임감(Responsibility), 정직(Honesty) 다섯가지이다. 엘드림 재단은 현재 모든 교육과
선교적 활동에 이 교훈과 가치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1) 이웃을 섬기는 학교
2018년 연말 엘드림 기독국제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Not for me, for others’의 일환으로 학교 주
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또래 어린이들을 위해 의류, 문구류, 후원금 등을 모아 기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 된 사역이다. 엘드림의 많은 학
부모가 기부 물품 및 후원을 해주었고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자기들 보다도 더 가난하고 힘든 다른 캄보디아 학생을 위해
기부했다는 것인데 이 실천을 처음 해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기쁨과 감동을 받았다. 항상 해외선
교사들의 도움과 해외의 도움을 받던 위치에서 자신들도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경험은 큰
도전과 감동이었다. 149

(2) 엘드림 예술마을(Arts Village) 추진
프놈펜 국제공항 남쪽 10분 거리에 엘드림 국제학교는 2012년 3월 신세계그룹이 개발한 5천 세대
플랫하우스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플랫하우스는 프랑스의 주택모형을 말한다. 지난 2018년부터
엘드림 국제학교에서는 프놈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 자녀들과 기독교 가정 자녀들을 가르치
기 시작했다. 다문화 가정(한국 및 캄보디아 부모) 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이 다니기 시작했으며 기

149) 사단법인 엘드림재단, “Newsletter/뉴스레터”[온라인자료]http://www.eldream.org/ 웹사이트 첫 화면의
“Newsletter/뉴스레터” 페이지에 있는 73. 엘드림 뉴스레터 1901_2호. 2020. 5월 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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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사까지 건축해 운영을 하게 된다. 이에 엘드림 재단은 ‘예술마을’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예술마을’
은 크리스천 공동체로서 캄보디아인 및 필리핀인 한국인까지 함께 공동으로 모여 사는 마을이다. 엘
드림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300세대 이상의 크리스천 가정이 함께 모여 살면서 학사와 상가, 주택,
학교와 교회, 병원까지 세워 단지 전체를 복음화 해나가는 구상이다. 이 예술 마을을 통해 모든 크리
스천 활동이 캄보디아 전역에
미치는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이를 위해 학교 근처에 기숙사 하나가 완성된 상태
이고 주위에 점점 선교사 가정들이 모이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이들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예술활동을 통한 복음전파를 진행중이다. 기숙사는 한 동을 2019년 7월에 매입하여
현재는 완공한 상태이며 2020년 2월에는 바로 옆집을 매입 하였다. 2020년 10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건물 옥상 위에는 엘드림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교회는 한국인, 캄보디아
인, 외국인으로 구성된 어른 예배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구분해서 드리게 된다.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진행중인 엘드림 예술마을은 크리스천 타운으로 프놈펜과 캄보디아 전체를 품어가는 복음
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150 다음은 엘드림 예술마을(Arts Village) 구상도와 기숙사 공사현
장 사진이다. 현재는 완공된 상태이다.

<사진 4> 예술마을 구상도

150) 사단법인 엘드림재단, “Newsletter/뉴스레터”[온라인자료]http://www.eldream.org/ 웹사이트 첫 화면의
“Newsletter/뉴스레터” 페이지에 있는 78. 엘드림 뉴스레터 1903_1호. 2020. 5월 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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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기숙사 공사현장

<사진 6> 완공된 기숙사

(3) 프놈펜 교향악단 창단과 프놈펜 유스오케스트라 창단
2019년 2월 7일 프놈펜 국제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향악단 자선음악회가 프놈펜 왕립대학교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내 한국인 강당에서 열렸다. 예술대학의 교수 및 학생으로 비록 구
성이 절반 정도로 되어 있었으나 최선을 다해 베토벤교향곡 9번 3악장과 4악장 운명을 연주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 상무부에 프놈펜교향악단(Phnom Penh Symphony Orchestra) 명칭을 신청하게 되었
고 문화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명칭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는 6년 동안 진행되어 온 프놈펜 국제
콩쿠르와 5년 동안 진행된 어린이날 전국사생대회와 함께 문화예술사역의 초석을 이루게 되었다. 이
후 8월 31일 창단공연을 ‘왕립 짜토목 극장’에서 열게 되었는데 규모가 상당했다. PPIIA 예술대학,

RUFA 왕립예술대학, 프놈펜 지역 외국인, 한국에서 함께 한 오케스트라단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공
연이었다. 당시에 프놈펜에 있는 많은 현지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중요 지휘에 있는 정부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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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참여하여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151 2019년 12월 7일에는 프놈펜 예술대학 4층 오케스트라 연
습실에서 17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프놈펜 유스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상임지휘자 이영애 교수의
지도아래 연습을 시작했다. 첫번째 연주로는 2019년 12월 25일에 프놈펜 예술대학교 크리스마스 축
하연주회에서 발표하였다. 이날 크리스마스 연주회에서는 프놈펜 예술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
고 교수와 함께 독창 및 합창, 솔로연주, 오케스트라, 댄싱 등 1부와 2부로 발표회가 진행이 되었다.
캄보디아인과 외국인 등 200명 이상의 관중이 모여 크리스마스 캐롤송 및 수준 높은 클레식 음악을
접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152 프놈펜 예술대학교의 영향으로 캄보디아 수도 이곳, 저곳에서 찬양이 흘
러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음악의 장르를 계속 접하게 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프놈펜 예술 대학(PPIIA)은 현재 음악을 통한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4) 프놈펜 국제예술대학(PPIIA)과 방송선교협회간 MOU 체결
2019년 3월 7일에는 문화예술부 ‘소콤’차관 입회하에 프놈펜예술대학교(PPIIA) 이찬해 총장과 한
국방송선교협회(GBS∙M) 김영선 대표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캄보디아 문
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함이고, 고도의 방송기술영역, 드라마, 엔
터테인먼트 및 다큐멘터리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MOU 체결 후, 문화예술부 방문, 왕립예술
대학교 방문 및 관련업체를 함께 방문하면서 상호 협력을 다짐하게 되었다. 153 인터넷과 컴퓨터를 포
함한 방송 매체의 발전은 신앙생활과 기독교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할 수 없는 복음의 외지에는 이러한 ‘방송선교'가 필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프놈펜
예술 대학교와 방송선교협회간 MOU 체결 후 총장 및 방송선교대표와 찍은 사진이다.

151) 사단법인 엘드림재단, “Newsletter/뉴스레터”[온라인자료]http://www.eldream.org/ 웹사이트 첫 화면의
“Newsletter/뉴스레터” 페이지에 있는 79. 엘드림 뉴스레터 1904호. 2020. 5월 24일 접속.
152) 사단법인 엘드림재단, “Newsletter/뉴스레터”[온라인자료]http://www.eldream.org/ 웹사이트 첫 화면의
“Newsletter/뉴스레터” 페이지에 있는 93. 엘드림 뉴스레터 2001_1호. 2020. 5월 24일 접속.
153) 사단법인 엘드림재단, “Newsletter/뉴스레터”[온라인자료]http://www.eldream.org/ 웹사이트 첫 화면의
“Newsletter/뉴스레터” 페이지에 있는 79. 엘드림 뉴스레터 1904호. 2020. 5월 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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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프놈펜 예술 대학교와 방송선교협회간 MOU 체결

<사진 8> 연구자 부부와 총장 부부, 김영선 방송 선교회 대표

(5) 영어성경 암송대회
2019년 3월 22일 엘드림 국제학교는 제1회 엘드림 영어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하였다. 약 3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한 영어성경 암송대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1차로
각 학년별로 52개의 구절을 테스트하여 각 3명씩 2차 본선에 진출, 2차 본선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요한복음 1장”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도전하는 형식이다. 엘드림 국제학교는 캄보디아 현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필리핀과 그 외 외국인 자녀들이 소수 있다. 그러나
의외로 캄보디아 아이들의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편에 속한다. 특히 캄보디아 학생들이 주기도문과
십계명, 성경 내용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사상과 의식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행사이다. 154 다음은 영어 암송대회를 하는 모습이다.

154) 사단법인 엘드림재단, “Newsletter/뉴스레터”[온라인자료]http://www.eldream.org/ 웹사이트 첫 화면의
“Newsletter/뉴스레터” 페이지에 있는 79. 엘드림 뉴스레터 1904호. 2020. 5월 2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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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영어암송대회(1)

<사진 10> 영어암송대회(2)

(6) 캄보디아 엘드림에서 실시된 기독교교육 교사 세미나
2019년 7월 29일 1주일간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미국 개혁장로교회 산하 ‘CEAM’이 하는 기독교
교육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미국 CEAM 센터와 시드니 호산나 선교센터, 한국의 샬롬 대안
교육센터에서 방문한 강사들과 함께 진행한 세미나는 세계 1,000여개 국제학교에서 실시해온
신뢰도가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엘드림 교사들과, 프놈펜 및 ‘뽀삿’에 있는 희망학교 교사 등 총 30
여명이 1단계 교육을 마치고 2020년 2단계 교육을 기다리고 있다. 2019년 8월 23일에는 교사

MTM(Monthly Teachers Meeting)을 실시 하였는데 이는 새로 입사한 교사 2명에 대한 데모(신규
교사나 혹은 기존 교사들이 본인의 수업을 15분 동안 하면서 Teaching 방법을 서로 나누는 것)와
교사평가이다. 두 교사 모두 아주 좋은 점수 평가로 통과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규 교사가 88점 수준이었는데 이들 두 교사는 9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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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품 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관계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매우 좋은 교사로 평가를 받았다. 155
엘드림은 단회성에 머무르는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사 교육을 통해 교사의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기독교인 교사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되돌아 보게 한다. 엘드림 국제
학교는 모든 교사가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며 선교사의 마음으로 교단에 서게
한다. 실제 교장 및 원장 한국 교직원 들은 엘드림 재단의 파송선교사로 위치해 있다. 다음 그림은
엘드림 교사 MTM 모습과 기독교 교육 교사 세미나 모습이다.

<사진 11> 교사 MTM

<사진 12> 엘드림에서 진행된 기독교 교육 교사 세미나

(7) 엘드림 올림픽 Day
엘드림 올림픽 Day는 1년에 1회 매년 3월에 실시되는 학교행사이다. 이 행사는 엘드림 학교에
속한 전 교사와 학생이 기발한 각종 게임을 통하여 학습에 활력을 갖고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는
목적으로 기획된 단합행사이다. 모든 행사의 기획과 준비, 진행은 선발된 담당 교사들에 의해 진행이
되는데 이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항상 이 행사의 마지막

155) 사단법인 엘드림재단, “Newsletter/뉴스레터”[온라인자료]http://www.eldream.org/ 웹사이트 첫 화면의
“Newsletter/뉴스레터” 페이지에 있는 83. 엘드림 뉴스레터 1908_2호. 2020. 5월 2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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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에는 학교 주위 마을 땅 밟기 퍼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엘드림 학교는 큰 주택단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모든 학생이
함께 찬양을 하며 주변 마을을 돌 때 수많은 크메르인들이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엘드림 올림픽 Day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사진 13> 엘드림 올림픽 Day(1)

<사진 14> 엘드림 올림픽 Day(2)

(8) 월요채플과 금요채플
엘드림은 매주 월요일 오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체플과 매주 금요일 한국 학생을 위한
채플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매주 금요일 20명 가량되는 한국학생을 위한 채플을 1년간 인도
하였다. 월요일은 크메르인 솜은(Soum Eun) 목사가 크메르어와 영어로 예배를 인도한다. 크메르
학생 대부분의 가정은 무교이거나 불교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다. 이들은 학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을 들게 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예배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 원래는 전체 학생을 위한 월요 예배만
있었는데 아직 영어가 서툴거나 적응하지 못한 한국 학생을 위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교장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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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연구자는 한국 학생을 위해 말씀으로 예배를 섬기게 되었다. 최지호 학교장 이하 모든
교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엘드림 학교의 교육 방침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진은 전교생 채플과 한국학생을 위한 채플 사진이다.

<사진 15> 전교생 채플시간

<사진 16> 한국학생 채플시간

(9) 절제회 행사
‘절제회’는 2012년 9월 한국 여성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단체이다. 캄보디아여자기독교
절제회(CWCTU)로 시작된 절제회는 창립된 이후 꾸준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세계여자기독교
절제회 정식회원국 지휘를 받았다. PPIIA(프놈펜국제예술대학)는 절제회와 함께 연계하여 음주, 흡연,
마약 폐해 설명회를 이어가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유해물질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학생들은 PPIIA학교 안에서 모임을 가진 후 프놈펜 51가를 중심으로 하는 밝은 거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아직 국민의 의식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진 상태이다.
길거리에 담배 꽁초나 쓰레기, 음료수 병을 그냥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마약이나 술, 음란 문제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 연구자가 경험한 캄보디아 생활 중에 충격적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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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깨끗이 청소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버리고 금방 더러워질 것이 뻔한데 왜 청소를 하냐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란물을
보고, 음주나 도박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에 PPIIA 학생들은 매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51가를 중심으로 거리 청소를 시작으로 술이나 담배를 절제하고 에이즈를 퇴치 하자는 구호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차츰 다음은 절제회 행사 후 찍은 사진의 모습이다. 156

<사진 17> 절제회 행사 모습

캄보디아 엘드림 학교와 PPIIA 학교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하루, 하루 그 비전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동남아 지역의 크리스천 예술 인적을 양성하고, 예술 환경 조성과
예술 기반 확충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비전을 세우고 진행중이다. 이미 많은 부분 상당히 구체화
되고 진행이 된 상태이다. 특별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설립을 마치고 선진국과
교육을 교류하고 있고, 예능재원발굴을 위한 콩쿠르와 콘서트, 예술인 교류활동지원까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PPIIA 학생들의 한국이나 기타 해외 교류 및 교사 재교육 활동 지원에 전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157 특히 2019년에 미국크리스천학교협회(ACSI)에 가입이 되고 기독교

156) 사단법인 엘드림재단, “Newsletter/뉴스레터”[온라인자료]http://www.eldream.org/ 웹사이트 첫 화면의
“Newsletter/뉴스레터” 페이지에 있는 18. 엘드림 뉴스레터 1411호. 2020. 7월 4일 접속.
157) 사단법인 엘드림 재단, “Vision/비전”[온라인자료]http://www.eldream.org/ 웹사이트 첫 화면의 “Vision /비전”
페이지. 2020. 5월 2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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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으로 학습하는 학교로 점점 알려지게 됨으로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지원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들이 학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많이 드는 반면에 엘드림
학교에서는 선교사의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2. 깜뽓(Kampot) 코너스톤(Cornerstone International School) 기독국제학교

1) 코너스톤 국제학교의 시작 – 에스더 선교사
코너스톤 국제학교의 시작은 ‘에스더’선교사(한국명: 조미현; 영어명: Esther Cho)로부터 출발한다.
2007년 미국 뉴라이프선교교회(Newlife Mission Church)에서 ‘에스더’라는 여선교사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된다. 그녀는 미국에서 간호학 석사를 취득하고 간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헤브론 병원 간호학 국제 프로그램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수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캄보디아 깜뽓 지역에 세워진 임마누엘 빌리지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곳 센터에 코너스톤 국제학교도 위치하고 있다.
그녀는 캄보디아에 도착한 이후 언어 연수과정을 마친 뒤 프놈펜에서 세 시간가량 떨어진 깜뽓
주(州) Preyk’cheay 마을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마을에는 주위에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에스더는 마을에 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센터로 쓸 집까지 구입하게 된다. 여선교사로 도시가 아닌 시골마을 안에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시골마을 센터에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영어와
신앙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중 고등학교에 다닐 10학년 아이
들과 1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기숙사로 제공하며 영어와 신앙 교육을 이어갔다. 에스더의 수고와
헌신은 마을에서 점점 인정을 받게 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에스더 선교사에게 영어와 성경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한 때는 이백 명 가까이 되는 숫자의 아이들이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현재는 마을의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인근에 버스를 운영하는 사설 영어학원까지 생기게 되면서
백여명의 아이들이 줄어든 상태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중 5~6시까지 하는 방과후 학교에는 6개의
영어반을 개설하여 70여명의 아이들이 모이는 중이다. 오랜 세월 수고한 에스더 선교사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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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는 영어를 익힌 졸업생들이 자원봉사로 마을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고 있다. 에스더 선교사는
마을 학생 중 프놈펜에서 대학공부를 하고 싶은 제자들을 위해 프놈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와
학비까지 지원하게 되고, 현재 여러 명의 목사와 간호사, 의사, 교사, 건설회사 부사장 등이 나온
상태이다. 158 너무나 고무적인 것은 이들이 프놈펜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에 내려와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가르치는 일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에스더 선교사는 단지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는 사역만 진행한 것이 아니다. 장학사업부터 시작해,
지역개발사업을 파송교회와 함께 진행해 나감으로 점점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해 나갔다. 원래 그곳은 마을에 무너진 저수지로 1모작밖에 못하는 곳이었는데 미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 저수지를 보수해 주고 지금은 3모작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마을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큰 역할이었다. 또한 마을 곳곳에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학생들과
함께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쓰레기 분리를 교육시키고 마을 정화작업에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했다. 159 연구자가 2018년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거리와 마을 분위기가 다른 캄보디아
농촌마을과는 달리 상당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매년 미국에서 의료봉사팀이 방문하여 주위 마을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원장 김우정 박사)과 연계하여 의료 사역을 진행하기도 한다. 연구자가 2018년 이곳에
처음 방문했을 때 마침 ‘개미마을’이라는 곳에서 헤브론 병원의 의료 봉사가 있어 함께 도와주었다.
다음 사진은 에스더 선교사의 초창기 사역 모습니다.

158) 사단법인 임마누엘 캄보디아, “설립배경”[온라인자료]http://www.imcambodia.at/?link=3mnets2o/. 2020. 7월 11일 접속.
159) 사단법인 임마누엘 캄보디아, “설립배경”[온라인자료]http://www.imcambodia.at/?link=3mnets2o /. 2020. 7월 1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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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에스더 선교사와 마을 사역 모습

2) 본격적인 국제학교의 시작
뉴라이프 교회는 미국의 뉴라이프 선교협의회로 10개 이상의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 각 교회는
복음이 없는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목사와 선교사들을 북미주, 캄보디아, 세계 여러 곳으로
보내어 교회 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 보조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160 현재 에스더
선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몇 분의 선교사가 이들 뉴라이프 선교협의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캄보디아
땅에 파송되어 있다. 이들 선교사들은 ‘임마누엘 빌리지’ 안에서 코너스톤 국제학교사역과 커뮤니티
센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파송되어 있는 상태이다. 임마누엘 빌리지는 141,462제곱미터로 평수로
약4만평이 넘는 규모로 캄보디아 깜뽓 주(州)에 위치하고 있다. 아직은 학교 건물과 기숙사만 세워져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커뮤니티 센터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중이며 향후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종합병원과 기술학교까지 세울 비전을 가지고 있다. 에스더 선교사의 사역지인 깜뽓에 파송
교회인 미국 교회에서는 매년 단기선교팀이 방문을 한다. 단기선교를 통해 큰 도전을 받은 산호세의

160) 뉴라이프 선교교회, “뉴라이프 선교협의회”[온라인자료]

http://newlifemission.c051978.gethompy.com/4_2_mission_a.php/. 2020. 7월 1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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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와 홍콩계 미국인 의사가 에스더 선교사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현재 임마누엘 빌리지가
위치한 넓은 땅을 구매한 것이다.
오랜 시간 기존의 사역을 유지하고 있던 에스더 선교사는 급격히 줄어드는 아이들로 인하여 사역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가정 환경이 조금씩 나아진 마을학생들은 에스더 선교사가 교육하는
센터가 무료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뽓 주(州)에 생겨난 사설 학원으로 빠져나가고 만다.
사실 에스더 선교사에게 정말 중요한 교육은 성경교육이다. 이에 전문적인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에스더는 파송 된 다른 선교사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기관인 코너스톤 국제학교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코너스톤 국제학교의 교장은 미국 풀러튼 뉴라이프 선교교회(New Life Mission Church of

Fullerton)에서 파송 된 정혁 선교사가 맡고 있고, 에스더 선교사는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커뮤티니
센터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코너스톤 기독국제학교
임마누엘 빌리지 안에 있는 코너스톤 국제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의 사역의 목표는 오직 하나이다.
깜뽓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하여 크리스천 지도자로 세우고 나아가 그들이
캄보디아 선교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저것 많은 사역보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늦어지더라도 학교의 교사를 세우는 것부터 아주 신중하다. 교사의 신앙 검증이
가장 우선이며 철저히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

(1) 크리스천 지도자로 세워진 제자들
코너스톤 국제학교와 관련된 교사는 모두 크리스천이다. 특별히 에스더 선교사에 의하여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교육받은 제자들이 현재 마을과 학교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4만평이라는
아주 넓은 땅에 지금도 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의료 클리닉과
제빵과 커피숍, 기술직에 관련 된 사역을 준비중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큰 공사를 맡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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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의 제자이다. 현재 캄보디아의 큰 건설업의 부사장으로 있는 에스더의 제자는 임마누엘 빌리지
건축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광케이블 인터넷 구축, 수돗물 해결 등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부사장이 된 제자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되었다. 무엇보다 회사의
부회장으로 많은 직원들과 캄보디아 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에스더 선교사가 키운 또 다른 두 제자는 미국 콜라라도에 있는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후원으로
8년 동안 의대 공부를 하게 되었다. 현재 그들은 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임마누엘 빌리지 안에서
시작 될 클리닉센터가 오픈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료 클리닉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보사부(保社部)에 있는 제자로 인해 그것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두 제자는 마을의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임마누엘 빌리지에는 미국 풀러튼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 파송 된 박승배 선교사 부부도
있다. 박 목사와 함께 현지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캄보디아 목사가 두 명이 더 있는데 이들 역시
에스더 선교사의 제자이다. 현지인 목사는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다 받고 마을에 다시
내려와 에스더 선교사와 함께 마을 복음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다음 사진은 코너스톤
국제학교의 교장 정혁 선교사와 에스더 선교사의 제자 현지인 ‘워띠’ 목사다.

<사진 19> 코너스톤 국제학교 교장 정혁선교사와 현지인 ‘워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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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진은 에스더 선교사의 제자 중 목사가 된 사람들의 사진이다. 첫번째 사진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현지인 ‘소팔’ 목사이고, 두 번째 사진은 ‘워띠’목사의 결혼식 사진이다. 연구자가 캄보디아에
있을 당시 ‘워띠’목사의 결혼식에 직접 참여하여 축하해 주기도 했다. 이들 두 목사는 마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관하고 영어 설교자의 설교를 현지인들에게 통역하기도 한다. 이들은 마을 사역
뿐만 아니라 코너스톤 국제학교에서 방과후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진 20> 현지인 ‘소팔’ 목사(가운데)

<사진 21> 현지인 ‘워띠 목사(중간)의 결혼식(왼쪽은 에스더 선교사, 오른쪽은 소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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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간호사, 체코 대사관 직원, 현재 코너스톤 국제학교의 모든 교사들, 캄보디아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사람도 두 사람이 있다. 이들은 후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함께 도와주기로 되어 있다.
다음 사진은 코너스톤 국제학교의 모습이다. 앞으로 이러한 기독인 지도자들이 코너스톤 국제학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배출되게 될 것이다.

<사진 22> 코너스톤 국제학교의 전경

다음 사진은 코너스톤 국제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방과후 학교와 기술학교, 의료 클리닉 센터로
운영될 커뮤니티 센터의 시공현장이다. 현재는 거의 완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 23> 커뮤니티 센터 시공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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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센터는 학생들이 학교 과정을 마치고 오후에 와서 한글을 배우는 한글학당으로도 사용이
될 것이고, 마을 주민을 위한 직업훈련학교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단순히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만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임마누엘 빌리지와 코너스톤 국제학교는 부모들에게까지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결국 도시
프놈펜으로 갈 확률이 상당이 높다. 대학진학도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취직이 이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아이들이 도시에 나가지 않고도 취직할 수 있는 일거리까지
마련해 줄 장기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3. 소결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인재양성이다. 기독교 인재양성은 기독교교육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좁은 의미의 신앙교육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캄보디아 교회와 선교사들은 교회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캄보디아 사회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독교인재양성을 위한
진정한 ‘기독교교육’에 눈 떠야 한다. 161 캄보디아는 킬링필드’사건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층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되었다. 캄보디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이다. 캄보디아 교회와 선교사들은
이미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에 많은 중점을 두고 힘쓰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 캄보디아
사회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기독교학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 학교의 설립은 캄보디아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학교는 본질상 지적 수월성 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님을 내포한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
하면서도 공동체성을 강조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학습의 탁월성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의 학교를
추구하는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162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캄보디아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와 코너스톤

161)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316-7.
162) Ibid.,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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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국제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학교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은 캄보디아
기독교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에 대한 설문 분석을 통하여 기독교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장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설문 연구

1. 연구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설문의 목적은 캄보디아의 기독국제학교에 대해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캄보디아의 교회와 선교사들, 기독교학교 운영자들이 기독교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사역해야 할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학교는 기독인 지도자 양성과 선교 전략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설문을 통하여 앞으로 캄보디아의 교회와 선교사들이 기독국제학교를 통하여 기독 인재(人才)들을
양성하고 선교적 역량을 키워가는 것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엘드림기독국제학교는 기존 기독국제학교와는 달리 저렴한 학비로 일반 사립학교와는 달리 많은
캄보디아 현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에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선교 지향적 학교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캄보디아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40명을
조사했고, 학생(7학년 이상)은 45명을 조사하였으나 1명의 결측 값이 높은 사유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여 최종 44명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기독국제학교에 관한 인식을 위해 대부분
기독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했으며 설문은 모두 회수되어 100%
회수율을 나타냈다. 문항 구성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 값(Cronbach’s alpha) 척도를 기준으로 0.4이상이면 통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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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기독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자녀를 기독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작성된 설문지는 총 21문항으로 구성 내용은 크게
일반적인 배경,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 기독국제학교 운영에 관한 인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학부모와 학생의 설문지 구성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설문지 문항의 구성(학부모&학생)

구분

인구사회학적
특성

내용

문항수

학부모

학생

성별

성별

1

나이

학년

1

자녀의 학년

종교(가정)

1

가정의 종교

타 학교의 경험

1

자녀의 다른 학교 경험

1

직업

1

학력

1

학교의 학생수

학교가 소속된 기독교 교단

1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생의 수

1

학교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

학교에 대한 만족

1

기독국제학교의 가장 좋았던 점

학교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

1

학교의 기독교적 분위기

기독국제학교의 가장 좋았던 점

1

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생각

학교의 기독교적 분위기

1

학교에

채플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도움

기독교 사상에 대한 생각

1

대한 질문

자녀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채플의 신앙에 대한 도움

1

타 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는가?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준 대상

1

학교를 주위에 소개할 의향?

입학(졸업) 후 삶에 가장 큰 변화는

1

학비에 대한 생각

타 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는가?

1

학교를 친구에게 소개할 의향이?

1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나?

1

학비에 대한 생각

1

학교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학교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

1

기독국제학교의 교사의 자질

기독국제학교의 교사의 자질

1

일반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

일반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

1

운영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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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 절차 및 방법
본 조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엘드림국제학교에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소개한 후
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고 실시하였다. 학부모에게 40부, 학생에게 44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은 교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다음 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설문지 전달 전에 리버티대학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해 승인된(IRB 승인번호:
4165. 071420) 설문 동의서와 설문지를 각각 학생과 학부모가 수령, 작성 후 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인쇄된 설문지 내용으로 설문자 본인
스스로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형태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12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2. 설문 결과 분석
연구자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25.0 version을 통하여 얻은 설문 결과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으로 진행하여 표로 표기하였다. 유의미한 결과가 예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항목을 표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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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구 사회학적 영역(학부모)
전체(빈도수)

백분율(%)

40

100.0%

남성

16

40.0%

여성

24

60.0&

소계

40

100.0%

30-40세

28

70.0%

41-50세

12

30.0%

소계

40

100.0%

중등과정(7-9)

23

57.5%

고등과정(10-12)

16

40.0%

졸업생

1

2.5%

소계

40

100%

기독교

17

42.5%

불교

23

57.5%

소계

40

100.0%

캄보디아 공립학교

1

2.5%

기독국제학교가 처음

11

27.5%

타국제학교 경험

23

57.5%

기타

5

12.5%

소계

40

100.0%

무학

2

5.0%

초등졸

2

5.0%

중등졸

5

12.5%

고등졸

4

10.0%

대학이상

27

67.5%

소계

40

100.0%

사례 수

성별

연령별

자녀의 학년

가정의 종교

기독국제학교 외
다른 학교의 경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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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구사회학적 영역(학생)
전체(빈도수)

백분율(%)

44

100.0%

남성

17

38.6%

여성

27

61.4%

소계

44

100.0%

중등과정(7-9)

32

72.7%

고등과정(10-12)

1

2.3%

졸업생

11

25.0%

소계

44

100.0%

기독교

19

43.2%

불교

20

45.5%

무교

5

11.4%

소계

44

100.0%

캄보디아 공립학교

8

18.2%

기독국제학교가 처음

10

22.7%

타국제학교 경험

22

50.0%

기타

4

9.1%

소계

44

100.0%

사례 수

성별

연령별

학생(가정)의
종교

타학교에 대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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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분석

신뢰도분석(reliability)은 설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문항 구성이 일관성 있게 설계되고,
적절한지 크론바흐 알파 값으로 확인하여 문항을 제거하고 분석할 것인지 확인하는 분석이다.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문항을 구성할 시 문항을 묶어 조작적정의의 개념을 포함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 그룹 내 설문 문항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다면 문항끼리 묶은 그룹이 연구목적을
전반적으로 잘 설계되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분석에 앞서 연구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문항
구성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분석으로 신뢰도분석을 활용하였다. 우선 학생, 학부모 두
종류간 유사하게 질문 문항을 선별하여 기독교적 사상을 가르치는 기독국제학교 특성을 확인하여
학교의 만족, 학교와 신앙, 학교운영에 관한 문항을 구분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보통 사회분야의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0.7 이상이면 매우 좋으며 0.5이상이면 수용할 만하다는 결과로 보고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설문을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학교와 신앙, 학교운영 이라는 조작적개념 그룹에
대해 크론바흐 알파 값을 확인하였으며 그룹 내 항목 제거 시 크론바흐 알파 값을 확인하여 제거할
문항을 검토 하였다

<표 5>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설문 문항

크론바흐의
알파

자녀가 다니는(다녔던) 학교의 분위기
학교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사상
0.521

신앙

학교채플과 자녀의 인성교육

학부모
자녀의 기독국제학교에서의 변화
학교운영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
0.697
일반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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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분위기

학교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사상
학교채플과 자신의 신앙

학생

0.354

신앙
기독교신앙 영향
삶의 가장 큰 변화
학교운영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

0.425

일반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

신뢰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보다 학부모에서 신뢰도 통계량인 크론바흐 알파값이 높게
나왔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와 신앙, 학교운영에 대한 그룹에서 각각 0.521, 0.687로 수용할만한
통계량으로 도출되었다. 학생의 경우, 각각 0.354와 0.425로 수용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문이 존재하고 있다. 신뢰도 통계량에 따라 학부모의 문항은 학교와 신앙, 학교운영이라는 두
그룹의 조작적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활용한다. 학생의 설문 문항은 통계량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학생들의 학교와 신앙의 인식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항이며,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경향성판단에 있어 문항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연구자의 재량에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4. 빈도분석 – 학부모

1) 학부모 빈도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학부모와 학생으로 나누었고 일반적 배경, 출석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질문, 학교운영에 관한 질문을 구분하여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영역에 따른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인식은 교차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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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퀘어(X2)검증 방법(유의 확률 0.05 양측 검정)검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6> 출석하는 학교에 대한 질문(학부모)
전체(빈도수)

백분율(%)

40

100.0%

100명 이하

5

12.5%

100-200명

9

22.5%

201-300명

11

27.5%

301-400명

12

30.0%

400명 이상

2

5.0%

결측

1

2.5%

소계

40

100.0%

사례 수

자녀가
다니는(졸업한)
학교의 학생수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수는 100~300명 사이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100~200명 사이,
200~300명 사이, 300~400명 사이에 모두 20~30% 대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기독국제학교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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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만족도에 대한 여부(학부모)
전체(빈도수)

백분율(%)

40

100.0%

매우 만족

11

27.5%

만족

27

67.5%

보통

2

5.0%

소개

40

100.0%

교사의 인격 및 교수법

3

7.5%

가르치는 내용

1

2.5%

기타

10

25.0%

결측

26

65.0%

소계

40

100.0%

기독 신앙인 교사

23

57.5%

좋은 학생들

2

5.0%

예배 및 특별활동

4

10.0%

프로그램과 교재

11

27.5%

소계

40

100.0%

사례 수

학교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만족도

이유

가장
좋았던 점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95%(38명)가 만족한다고 했다. 불만족에 대한 응답은 가르치는
내용이나 종교적인 것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불만족에 대한 결과는 결측자가 65%(26명)이고
기타가 10명으로 나와 표에 기입하지 않았다. 기독국제학교에 대해 가장 좋았던 점으로는 준비된
기독인 교사가 57.5%(23명),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가 27.5%(11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인식에 교사의 영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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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교분위기에 대한 인식(학부모)

사례 수
매우 기독교적
몇가지 부분만
기독교적으로 보임

학교의 분위기

일반학교와 별다른
차이 없음
소계

전체(빈도수)

백분율(%)

40

100.0%

25

62.5%

11

27.5%

4

10.0%

40

100.0%

학교의 분위기에 대한 응답은 “매우 기독교적이다.”로 응답한 자가 62.5%(25명)로 가장 높고 “몇
가지 부분만 기독교적이다.”라고 응답한 자가 27.5%(11명)로 그 다음이었다. 일반학교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자도 10%(4명) 있었다.

<표 9> 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인식(학부모)
전체(빈도수)

백분율(%)

40

100.0%

새롭고 유익하다

20

50.0%

그저 그렇다

20

50.0%

소계

40

100.0%

큰 도움이 된다

22

55.0%

채플이 자녀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그저 그렇다

15

37.5%

된다고

별 도움이 안 된다

3

7.5%

소계

40

100.0%

사례 수

학교가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질문

생각하는가?

100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없었다. 새롭고
유익하다고 응답한 자가 50%(20명),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자가 50%(20명)로 나왔다. 학교에서
드리는 채플이 자녀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응답은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5%(22명)로 높게 나왔다.

<표 10> 자녀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학부모)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0

100.0%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10

25.0%

사례 수

자녀의 삶에
가장 큰

기독교에 대한 인식

15

37.5%

타 언어에 대한 자신감

12

30.0%

변화가

타국인 친구

2

5.0%

있다면?

기타

1

2.5%

소계

40

100.0%

기독국제학교를 보낸 후 자녀의 삶에 가장 큰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 변화가
37.5%(15명)로 가장 많이 나왔고, 타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30%(12명)로 그 다음을 잇는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25%(10명)로 나왔다. 긍정적인 변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1> 학교의 가치에 대한 인식(학부모)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0

100.0%

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상관없다

6

15.0%

국제학교라면 종교는 관계없다

11

27.5%

기독국제이면 좋겠다

13

32.5%

옮기고 싶지 않다

10

25.0%

소계

40

100.0%

예

40

100.0%

아니오

0

0%

소계

40

100.0%

사례 수

전학 의향

주위 사람에게
소개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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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기독국제학교이면 좋겠다는 응답이 37.5명(13명),
옮기지 않겠다가 25%(10명)으로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으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학교를 주위 사람에게 소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100%(40명) 모두 가 소개할 의향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

<표 12> 학비에 대한 인식(학부모)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0

100.0%

지불할 가치가 있다

25

62.5%

적절하다

9

22.5%

별로 비싸지 않다

1

2.5%

아주 싼 편이다

5

12.5%

소계

40

100.0%

사례 수

학비에 대한 생각

학비에 대한 생각은 부담이 되지만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62.5%(25명)로 가장 높게
나왔다. 캄보디아 학부모에게 좀 부담이 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다.
연구자가 조사한 엘드림국제학교는 프놈펜의 ‘로고스 국제학교’와 ‘호프 국제학교’와 비교했을 때
매우 싼 편이라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을 가망성이 높다. 163

163) 연구자가 있을 당시 ‘로고스 국제학교’는 학비만 한 달에 600불 이상, ‘호프 국제학교’ 역시 600불 이상이었다. 선교사
자녀 혜택이 있기도 하지만 캄보디아 일반인이 보내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이다. 이에 비해 엘드림 국제학교는 학비만
150불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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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학교 운영에 관한 인식(학부모)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0

100.0%

기독 신앙인 교사

24

60.0%

커리큘럼과 교재

11

27.5%

학교 운영의

배우는 공간

2

5.0%

가장 중요한 요소

좋은 학생들

3

7.5%

소계

40

100.0%

사례 수

학교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은 것은 기독 신앙인 교사가 60%(2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커리큘럼과 교재가 중요하다는 반응인데 27.5%(11명)로 나왔다.
좋은 학생들 7.5%(3명), 배우는 공간 5.0%(2명)로 그렇게 높지 않은 비율로 응답을 했다. 위치나
기타 다른 부분에는 체크하는 응답자가 없었다.

<표 14> 기독국제학교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학부모)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0

100.0%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품

16

40.0%

언어의 구사능력

9

22.5%

교수 능력

13

32.5%

교사의 국적

2

5.0%

소계

40

100.0%

사례 수

교사의 자질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품이 40.0%(16명)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교수
능력이 32.5%(13명)로 그 다음을 따르고 있다. 언어의 구사 능력도 22.5%(9명)로 적지 않은 반응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국적이 중요하다는 반응도 5.0%(2명)로 적은 비율이지만 나왔다.
교사의 나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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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기독국제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학부모)
전체(빈도 수)

백분율(100%)

40

100.0%

기독교 가치관이 담긴 교육

25

62.5%

교사의 자질과 능력

13

32.5

학교의 커리큘럼

2

5.0%

소계

40

100.0%

사례 수

일반학교와의
차이점

기독국제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긴 교육이 62.5%(25명)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32.5%(13명)로 높게 나왔다. 기독국제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는 가치관과 교육에 큰 차이점을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학부모 빈도분석 결과
분석결과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캄보디아 학부모는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95%(38명)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특별히 학부모들이 기독국제학교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준비된 기독인 교사와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의 합이 85%(34명)라는 만족도가
나왔다. 동일하게 학교운영에 중요한 요소에 관한 질문에서도 기독 신앙인 교사와 커리큘럼 및
교재의 합이 87.5%(35명)로 나왔다. 학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부담 되지만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2.5%(25명), 적절하다는 사람이 22.5%(9명)로 나온 것도 엘드림 기독국제학교를
통해 얻는 만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의향은
100%(40명) ‘그렇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음을 증명해 준다.
국교가 불교인 나라 캄보디아에서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캄보디아 기독국제학교가 선교적 역할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기독국제학교가 프놈펜 수도 뿐만 아니라 각 중, 소 도시에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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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진다면 향후 캄보디아를 이끌어나갈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선교적 역할에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5. 빈도분석 – 학생

1) 학생 빈도분석
연구자는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인식을 기독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을 구분해서
조사했다. 캄보디아 부모의 대부분은 기독국제학교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역시 고등교육 조차도 질적으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 대다수가 대학 진학보다는 직업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164 70년대 폴포트 정권으로
인한 혼란과 기독교와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학부모는 기독국제학교를 경험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다. 2장 마지막 (3) 캄보디아의 기독교
학교에서 언급했듯이 캄보디아에서 사립학교는 2000년대부터 허락이 되었지만 기독교학교는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서서히 늘어났다. 그러나 대부분 선교사가 교회 개척과 동시에 유치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학부모가 기독교학교를 경험하기는 힘들었다. 165 이에 연구자는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차이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학부모에 이어 학생에 대한
빈도분석이다.

164) 함윤정,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의 선교 유형”, 박사학위 논문, 백석대학교 기독전문대학원, 2017, 50.
165) Ibid., 52.

105

<표 16> 출석하는 학교의 교단과 학생수에 대한 질문(학생)
전체(빈도수)

백분율(%)

44

100.0%

장로교

13

15.9%

성결교

7

15.9%

기타

23

52.3%

결측

1

2.3

소계

44

100.0%

100명 이하

11

25.0%

100-200명

2

4.5%

201-300명

5

11.4%

301-400명

16

36.4%

400명 이상

10

22.7%

소계

44

100.0%

사례 수

교단

학생수

응답자의 52.3%(23명)가 기타에 응답을 했다. 이에 연구자는 아직까지 기독교 교단에 대한 지식이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 장로교와 성결교가 15.9%(각 13명)로 응답했는데 학교의 이사장과
교장, 원장 등 지도 층에 있는 분들이 장로교와 성결교에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나온
것으로 본다. 학생 수는 300~400명대가 36.4%(16명), 400명 이상이 22.7%(10명), 200~300명이
11.4%(5명) 등으로 골고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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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기독국제학교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학생)
전체(빈도수)

백분율(%)

44

100.0%

매우 만족

31

70.5%

만족

12

27.3%

보통

1

2.3%

소계

44

100.0%

준비된 기독 신앙인 교사

12

27.3%

좋은 학생들

4

9.1%

예배 및 특별활동

12

27.3%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

11

25.0%

학교의 위치 및 시설

2

4.5%

기타

3

6.8%

소계

44

100.0%

사례 수

만족도

가장 만족하는
것

학생들의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97.7%(31명)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기독국제학교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준비된 기독 신앙인 교사와 예배 및 특별활동이 각각 7.3%(12명)로
나왔다. 다음으로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가 25.0%(11명)로 뒤를 이어 나왔다. 학교의 위치 및 시설
때문에 만족한다는 반응도 4.5%(2명), 기타 6.8%(3명)도 있다. 캄보디아의 공립학교는 일반
사립학교에 비해 상당히 낙후 된 시설과 교육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연구자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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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학교의 분위기에 대한 인식(학생)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4

100.0%

매우 기독교적

17

38.6%

몇 가지 부분만 기독교적

17

38.6%

일반학교와의 차이 없음

10

22.7%

소계

44

100.0%

사례 수

학교의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기독교적으로 생각한 학생이 38.6%(17명), 몇 가지 부분만
기독교적으로 본 학생이 38.6%(17명)로 동일한 숫자가 나왔다. 일반학교와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낀
학생은 22.7%(10명)로 나왔다.

<표 19> 기독국제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사상에 대한 인식(학생)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4

100.0%

매우 유익함

32

72.7%

그저 그렇다

12

27.3%

소계

44

100.0%

사례 수

기독교 사상에 대한
생각

기독국제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사상에 대한 인식은 72.7%(32)가 매우 유익하다는 응답을
했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라는 반응은 27.3%(12명),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은 0%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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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기독교 신앙의 영향에 대한 인식(학생)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4

100.0%

큰 도움이 된다

35

79.5%

그저 그렇다

9

20.5%

소계

44

100.0%

채플 시간

21

47.7%

교사

18

40.9%

기독교인 친구

3

6.8%

기타

2

4.5%

소계

44

100.0%

사례 수

채플 시간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기독교 신앙의
영향 요인

채플 시간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은 79.5%(35명)가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 했다.
반면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20.5%(9명)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0%로 한 사람도 없었다.
학교 생활 중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면 무엇을 통해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7.7%(21명)가
채플 시간으로 응답했고, 40.9%(18명)가 교사로 응답했다. 친구의 영향으로 6.8%(3명), 기타로는
4.5%(2명)의 응답이 있었다.

<표 21> 기독국제학교를 입학(졸업)후 삶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한 인식(학생)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4

100.0%

가치관

5

11.4%

기독교에 대한 인식

13

29.5%

타언의 자신감

13

29.5%

타국인 친구

10

22.7%

해외진출 기대감

3

6.8%

소계

44

100.0%

사례 수

자신의 삶
변화

109

기독국제학교를 입학(졸업)후 삶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타언어의 자신감에 각각 29.5%(13명)로 동일한 숫자가 응답했다. 그밖에 타국인 친구가 생긴
것으로 22.7%(10명),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11.4%(5명)로 응답했다.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6.8%(3명) 있었다.

<표 22> 전학 의향과 학교 소개에 대한 인식(학생)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4

100.0%

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4

9.1%

국제학교라면 종교는 상관없음

9

20.5%

기독국제학교이면 좋겠다

10

22.7%

옮기고 싶지 않다

21

47.7%

소계

44

100.0%

예

44

100.0%

아니오

0

0%

소계

44

100.0%

사례 수

전학 의향

친구에게 소개

캄보디아 공립학교나 기독국제학교가 아닌 타 학교로 전학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옮기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 47.7%(21명)로 가장 높이 나왔고, 옮기더라도 기독국제학교면 좋겠다는 응답이
22.7%(10명)로 나왔다.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좋은 반응이 합계 70.0%(31명)로 상당이 높은 편이다.
이밖에 국제학교라면 종교는 상관없다는 반응이 20.5%(9명)로 나왔고, 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반응이 9.1%(4명)로 나왔다. 기독국제학교를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반응에는
100%(44명) 소개하고 싶다는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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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결혼 후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인식(학생)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4

100.0%

반드시 기독
국제학교에 보낸다

30

68.2%

국제학교라면
종교는 상관없다.

9

20.5%

캄보디아 공립학교

2

4.5%

어떤 학교든
상관없다.

3

6.8%

소계

44

100.0%

사례 수

결혼 후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은가?

결혼 후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반드시 기독국제학교에 보낸다는
응답이 68.2%(30명)로 나왔고, 국제학교라면 종교는 상관이 없다는 응답이 20.5%(9명) 나왔다. 어떤
학교든 상관없다는 반응은 6.8%(3명), 캄보디아 공립학교에 보내겠다는 반응은 4.5%(2명)로 나왔다.
대부분의 학생이 캄보디아 공립학교보다는 국제학교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기독국제학교의 학비에 대한 인식(학생)

학비에 대한 생각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4

100.0%

부담되지만 지불할
가치가 있다

22

50.0%

적절하다

15

34.1%

비싸지 않다

7

15.9%

소계

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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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국제학교의 학비에 대한 인식에는 부담되지만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 50%(22명)로
가장 높게 나왔고, 적절하다는 반응은 34.1%(15명)가 나왔다. 비싸지 않다는 반응도 15.9%(7명)이
응답했다. 학부모의 학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국제학교의 학비는 상당히
비싼 편인데 엘드림 기독국제학교나 코너스톤 국제학교는 프놈펜에서 기독국제학교로는 잘 알려진
‘로고스’ 국제학교나 ‘호프’ 국제학교보다는 현저히 싼 가격이다. 실제 학비의 부담 때문에 엘드림
국제학교로 이동하는 선교사 자녀도 연구자는 직접 보았다. 그래서 “비싸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표 25> 기독국제학교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학생)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4

100.0%

기독 신앙인 교사

30

68.2%

커리큘럼과 교재

5

11.4%

좋은 공간

3

6.8%

좋은 학생들

6

13.6%

소계

44

100.0%

사례 수

학교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

기독국제학교 운영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준비된 기독 신앙인
교사로 응답한 자가 68.2%(30명)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좋은 학생들이 13.6%(6명)로 응답
했고, 커리큘럼과 교재가 11.4%(5명), 좋은 공간에 대한 응답이 6.8%(3명) 있었다. 학교 위치에
대한 응답은 학부모나 학생 모두 응답이 0%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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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기독국제학교의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학생)
전체(빈도수)

백분율(100%)

44

100.0%

가치관과 성품

18

40.9%

언어의 구사능력

9

20.5%

교수 능력

14

31.8%

국적

3

6.8%

소계

44

100.0%

사례 수

기독국제학교의
교사의 자질

기독국제학교의 교사의 자질에 대한 물음에는 교사의 가치관과 성품이 40.9%(18명)로 응답했고,
가르치는 능력이 31.8%(14명)로 두 번째 높게 나왔다. 그밖에 언어의 구사능력이 20.5%(9명)로
교사의 국적은 6.8%(3명)로 응답했다.

<표 27> 기독국제학교와 일반학교와의 차이에 대한 인식(학생)
전체(빈도 수)

백분율(100%)

44

100.0%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긴 교육

32

72.7%

교사의 자질과 능력

7

15.9%

일반학교와의

학교의 커리큘럼

0

0%

차이점

건물과 편의 시설

2

4.5%

기타

3

6.8%

소계

44

100.0%

사례 수

기독국제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긴 교육이 72.7%(32명)로
매우 높게 나왔고,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15.9%(7명)로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학부모는
건물과 편의 시설, 기타에서 응답이 0%로 나온 것에 반하여 학생들은 건물과 편의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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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명), 기타에 6.8%(3명)로 응답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실제적인 차이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2) 학생 빈도분석 결과
분석결과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캄보디아 학생들은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97.8%(43명)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기독교 사상에 대하여
역시나 매우 유익하다는 반응이 72.7%(32%)로 높은 수치로 응답했다. 채플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은 79.5%(35명)로 응답했다. 결혼 후에 자기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냐는 대답에는 68.2%(30명)가 반드시 기독국제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나왔다. 위의 결과로
볼 때 학생들 역시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좋은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교차분석: 학생-학부모에 따른 비교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영역에 따른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인식은 교차 분석의
카이스퀘어(X2) 검증 방법(유의 확률 0.05 양측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학부모와 학생을 비교하기
위한 교차분석 문항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Pearson의 카이제곱 통계량과 유의확률 검증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유의확률이 0.05를 넘지 않으면 대립가설인 H1 선택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학교와 신앙,

학교운영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간 인식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앙 인식에 대해 기독국제학교로서의 정체성이 공유되었는지 학교운영과 커리큘럼의 공감대 요소와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장하여,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 및 대안을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운영방침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학교와 학부모의 유대관계를 높여
기독국제학교가 지역에서의 교육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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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학부모와 학생을 비교하기 위한 교차분석 문항의 가설

구분

가설
학교 채플과 자녀(학생) 인성(신앙)교육에 도움(학생용 질문 12번)

학교와
신앙

H0 : 학부모와 학생간 “채플로 인한 자녀(학생)의 인성(신앙)”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부모와 학생간 “채플로 인한 자녀(학생)의 인성(신앙)”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자녀(학생)의 기독국제학교를 다님으로 인한 삶의 가장 큰 변화(학생용 질문 14번)

H0 : 학부모와 학생간 “자녀(학생)에 대한 학교로 인한 큰 변화” 인식의 차이는 없다

H1 : 학부모와 학생간 “자녀(학생)에 대한 학교로 인한 큰 변화” 인식의 차이가 있다

기독국제학교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학생용 질문 19번)

H0 : 학부모와 학생간 “학교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부모와 학생간 “학교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기독국제학교의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학생용 질문 20번)
학교
운영

H0 : 학부모와 학생간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부모와 학생간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기독국제학교와 일반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학생용 질문 21번)

H0 : 학부모와 학생간 “기독국제학교와 일반학교 차이점”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부모와 학생간 “기독국제학교와 일반학교 차이점”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 p-value 0.05기준

1) 학부모와 학생을 비교하기 위한 교차분석 – 채플로 인한 인성
학교에서 진행되는 채플이 신앙교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은 Pearson
카이제곱의 유의수준이 0.026로 95%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도출되어 대립가설을 선택하여
학부모와 학생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학교 채플이 본인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학부모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나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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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학부모의 학교 채플이
인성교육에의 영향에 그저 그렇거나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이 드러나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는 채플이 신앙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지의 부모와 학생의 인식 교차분석 결과다.

<표 29> 채플이 신앙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지의 부모와 학생 인식 교차분석
채플의 인성과 신앙교육

학생

설문_학생,
학부

학부모

Pearson

큰 도움이
된다

그저
그렇다

별 도움이
안된다

전체

빈도

35

9

0

44

학생 중 %

79.5%

20.5%

0.0%

100.0%

전체 %

41.7%

10.7%

0.0%

52.4%

빈도

22

15

3

40

학부모 중 %

55.0%

37.5%

7.5%

100.0%

전체 %

26.2%

17.9%

3.6%

47.6%

빈도

57

24

3

84

전체 %

67.9%

28.6%

3.6%

100.0%

카이제곱
(양측검정)

7.291
/ 0.026

전체

* p-value 0.05기준

기독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 또는 자녀의 삶에 가장 큰 변화의 요인에 대한 인식은 Pearson
카이제곱의 유의수준이 0.051로 95% 유의수준 0.05보다 높게 도출되어 귀무가설을 선택하여
학부모와 학생간의 인식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1순위로 응답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응답 경향이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기독국제학교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함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있는 표는 학교를 통한 가장 큰 변화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결과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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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학교를 통한 삶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삶의 가장 큰 변화

학
생
설문_
학생,
학부모
학
부
모

Pearson

가치관

기독교
인식

타인에
대한
자신감

타국
친구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빈도

5

13

13

10

3

0

44

학생
중 %

11.4%

29.5%

29.5%

22.7%

6.8%

0.0%

100.0%

전체 %

6.0%

15.5%

15.5%

11.9%

3.6%

0.0%

52.4%

빈도

10

15

12

2

0

1

40

전체
기타

학부모
중 %

25.0%

37.5%

30.0%

5.0%

0.0%

2.5%

100.0%

전체 %

11.9%

17.9%

14.3%

2.4%

0.0%

1.2%

47.6%

빈도

15

28

25

12

3

1

84

전체 %

17.9%

33.3%

29.8%

14.3%

3.6%

1.2%

100.0%

카이제곱값
/
유의수준
(양측검정)

11.017/
0.051

전체
* p-value 0.05기준

2) 학부모와 학생을 비교하기 위한 교차분석 – 학교 운영 부분
학교운영에 있어 운영에 중요한 요소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차이가 있는지 Pearson의
카이제곱 유의수준으로 확인해본 결과 0.269로 양측검정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도출되어 기존
귀무가설을 선택하여 학교운영에 중요한 요소 항목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 학부모 모두 준비된 기독신앙인 교사가 학교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아래의 표는 학교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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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학교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운영의 중요한 요소

학생

설문_학생,
학부모

학부모

전체

기독
신앙인
교사

커리큘럼과
교재

좋은
공간

좋은
학생들

빈도

30

5

3

6

44

학생
중 %

68.2%

11.4%

6.8%

13.6%

100.0%

전체 %

35.7%

6.0%

3.6%

7.1%

52.4%

빈도

24

11

2

3

40

학부모
중%

60.0%

27.5%

5.0%

7.5%

100.0%

전체 %

28.6%

13.1%

2.4%

3.6%

47.6%

빈도

54

16

5

9

84

전체 %

64.3%

19.0%

6.0%

10.7%

100.0%

Pearson 카이제곱/
유의수준(양측검정)

3.935
/0.269

전체

* p-value 0.05기준

학교운영에 있어 교사의 자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차이 역시 Person의 카이제곱
유의수준으로 확인해본 결과 0.983로 양측검정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도출되어 기존 귀무가설을
선택하여 교사의 자질 관련 항목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품을 1순위, 가르치는(교수)
능력을 2순위로 꼽고 있다. 아래의 표는 교사의 자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교차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118

<표 32> 교사의 자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교사의 자질

학생
설문_학생,
학부
학부모

Pearson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품

언어구사
능력

가르치는
능력

교사의
국적

전체

빈도

18

9

14

3

44

학생
중 %

40.9%

20.5%

31.8%

6.8%

100.0%

전체 %

21.4%

10.7%

16.7%

3.6%

52.4%

빈도

16

9

13

2

40

학부모
중%

40.0%

22.5%

32.5%

5.0%

100.0%

전체 %

19.0%

10.7%

15.5%

2.4%

47.6%

빈도

34

18

27

5

84

전체 %

40.5%

21.4%

32.1%

6.0%

100.0%

카이제곱/
유의수준
(양측검정)

0.165
/0.983

전체
* p-value 0.05기준

학교운영에 있어 일반학교와의 차이점 항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차이를 확인한 결과

Person의 카이제곱 유의수준이 0.04993으로 양측검증 유의수준 0.05보다 미미한 차이로 작게
도출되어 대립가설을 선택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1, 2 순위는 같으나 학생은 학교의 건물과 편의시설을 3순위로
학부모는 학교의 커리큘럼을 3순위로 꼽았다. 유의수준이 0.05에 매우 가깝게 도출된 것으로 볼 때,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일반학교와 차이점에서 같은 순위로 도출된 1, 2 순위의 변동이
없으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차이는 거의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표는
일반학교와의 차이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교차분석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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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일반학교와의 차이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일반학교와의 큰 차이점
교사의
자질과
능력

커리
큘럼

건물과
편의
시설

기타

빈도

32

7

0

2

3

44

학생
중 %

72.7%

15.9%

0.0%

4.5%

6.8%

100.0%

전체 %

38.1%

8.3%

0.0%

2.4%

3.6%

52.4%

빈도

25

13

2

0

0

40

학부모
중%

62.5%

32.5%

5.0%

0.0%

0.0%

100.0%

전체 %

29.8%

15.5%

2.4%

0.0%

0.0%

47.6%

빈도

57

20

2

2

3

84

전체 %

67.9%

23.8%

2.4%

2.4%

3.6%

100.0%

학생
설문_
학생,
학부모
학부
모

Pearson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긴
가르침

전체

카이제곱
(양측검정)

9.491
/0.04993

전체
* p-value 0.05기준

7. 교차분석 - 학부모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영역에 따른 기독교학교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학부모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영역에 따른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인식의 문항에 대한 교차
분석의 X2 검증 방법(유의 확률 0.05 양측 검정)검을 통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학부모의 종교와
다른 학교 경험 여부, 학부모 학력에 따라 학교의 만족도, 학교와 신앙 관련 문항들에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카이 제곱 통계량을 도출하고, 유의 수준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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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에 따른 학교 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 학부모
<표 34> 학교만족도에 대한 학부모의 교차분석 문항의 가설

구분

가설
학교 전반적 만족도

학교
만족도

H0 : 학부모의 종교에 따라 “학교 만족도” 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부모의 종교에 따라 “학교 만족도”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점

H0 : 학부모의 종교에 따라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요소” 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부모의 종교에 따라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요소”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1) 학부모의 종교에 따른 학교의 만족여부에 대한 인식교차분석
학부모의 종교에 따라 학교의 전반적인 만족 여부에 따른 인식은 Pearson의 카이제곱
유의수준이 0.038으로 0.05보다 낮은 부문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인은 만족한다는 인식(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이 기독교중에서 89.3%를 나타내며

‘보통이다’라는 반응도 11.8% 나왔다. 그런데 불교의 경우는 ‘보통이다’는 반응은 없었고 ‘매우
만족’과 ‘만족’에만 응답했다. 기독교인 학부모는 매우 만족과 만족한다는 항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불교의 경우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17.4%, 만족한다는 82.6%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학부모의 종교에 따른 학교의 만족 여부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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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학부모의 종교에 따른 학교의 만족 여부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Pearson

만족 여부

기독교

만족한다

보통이다

빈도

7

8

2

17

기독교 중%

41.2%

47.1%

11.8%

100.0%

전체%

17.5%

20.0%

5.0%

42.5%

빈도

4

19

0

23

불교 중%

17.4%

82.6%

0.0%

100.0%

전체%

10.0%

47.5%

0.0%

57.5%

빈도

11

27

2

40

전체%

27.5%

67.5%

5.0%

100.0%

종교

불교

전체

매우
만족한다

카이제곱/
유의수준
(양측검정)

6.547
/0.038

전체

* p-value 0.05기준

(2) 학부모의 종교에 따른 학교의 가장 만족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학부모의 종교에 따라 학교의 가장 만족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은 Pearson의 카이제곱 유의수준이
0.005으로 0.05보다 낮은 부문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인은 준비된 기독 신앙인 교사에 70.6%를 나타낸 반면 불교학부모는 47.8%를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 학부모 대비 불교인 학부모는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에 가장 만족한다는 의견도 43.5%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학부모의 종교에 따른 학교의 가장 만족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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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학부모의 종교에 따른 학교의 가장 만족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가장 만족하는 요소

기독교

Pearson

예배 및
특별활동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

전체

0

4

1

17

70.6%

0.0%

23.5%

5.9%

100.0%

전체 %

30.0%

0.0%

10.0%

2.5%

42.5%

빈도

11

2

0

10

23

불교 중 %

47.8%

8.7%

0.0%

43.5%

100.0%

전체 %

27.5%

5.0%

0.0%

25.0%

57.5%

빈도

23

2

4

11

40

전체 %

57.5%

5.0%

10.0%

27.5%

100.0%

기독
신앙인
교사

좋은
학생들

빈도

12

기독교 중 %

카이제곱/
유의수준
(양측검정)

종교

불교

12.795
/0.005

전체

* p-value 0.05기준

2) 학교에 따른 자녀의 신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자녀의 학교와 신앙에 있어서 학부모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향후 학교 커리큘럼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부문을 감안하여 학부모의 종교, 학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해보았다. 마찬가지로
양측검정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귀무가설과 확인해보고 싶은 대립가설은 다음 표와
같다. 아래의 표는 학교에 따른 자녀의 신앙에 대한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문항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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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학교에 따른 자녀의 신앙에 대한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문항의 가설
구분

가설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생각
H0 : 학부모 종교, 학력간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 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부모 종교, 학력간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 인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학교 채플과 자녀 인성교육에 도움

학교와
신앙

H0 : 학부모 종교, 학력간 “채플로 인한 자녀의 인성”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부모 종교, 학력간 “채플로 인한 자녀의 인성”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자녀의 기독국제학교 삶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

H0 : 학부모 종교, 학력간 “자녀에 대한 학교로 인한 삶의 변화”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부모 종교, 학력간 “자녀에 대한 학교로 인한 삶의 변화”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1)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사상에 대한 종교에 학력에 따른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의 경우, 종교와 학력의 유의수준이 가설선택기준인 95%
유의수준 0.05보다 낮아 사상에 대한 응답에 대해, 종교간 학력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 경우 ‘새롭고 매우 유익하다’는 응답에 88.2%로 치우친 반면 불교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에 78.3%로 응답하여 사상에 대해서는 학부모 종교간에 매우 대비되는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한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상으로 갈수록 ‘새롭고 매우
유익하다’는 응답과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래의 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사상에 대한 종교와 학력에 다른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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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사상에 대한 종교와 학력에 따른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Pearson

기독교 사상

기독교
종교
불교

전체

새롭고 매우
유익하다

그저 그렇다

빈도

15

2

17

기독교 중 %

88.2%

11.8%

100.0%

전체 %

37.5%

5.0%

42.5%

빈도

5

18

23

불교 중 %

21.7%

78.3%

100.0%

전체 %

12.5%

45.0%

57.5%

빈도

20

20

40

전체 %

50.0%

50.0%

100.0%

빈도

0

2

2

무학 중 %

0.0%

100.0%

100.0%

전체 %

0.0%

5.0%

5.0%

빈도

2

0

2

초등졸 중 %

100.0%

0.0%

100.0%

전체 %

5.0%

0.0%

5.0%

빈도

0

5

5

중등졸 중 %

0.0%

100.0%

100.0%

전체 %

0.0%

12.5%

12.5%

빈도

2

2

4

고등졸 중 %

50.0%

50.0%

100.0%

전체 %

5.0%

5.0%

10.0%

빈도

16

11

27

대학이상 중 %

59.3%

40.7%

100.0%

전체 %

40.0%

27.5%

67.5%

빈도

20

20

40

전체 %

50.0%

50.0%

100.0%

카이제곱/
유의수준
(양측검정)

17.289
/0.000

전체

무학

초등졸

학력

중등졸

고등졸

대학
이상

전체
* p-value 0.05기준

9.9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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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플과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한 종교와 학력에 따른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학교에서 진행되는 채플이 자녀의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는 응답에도 역시 종교와
학력의 각각에서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의 경우 인성교육에
100.0%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불교의 경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65.2%로 나타나
종교간 인성교육의 인식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학부모의 경우가 보통(‘그저 그렇다’)와 긍정적(‘큰 도움이 된다’)으로 비슷하게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채플과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한 종교와 학력에 따른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결과이다.

<표 39> 채플과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한 종교와 학력에 따른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Pearson

채플의 자녀의 인성교육

기독교

큰 도움이
된다

그저
그렇다

별 도움이
안된다

전체

빈도

17

0

0

17

기독교 중 %

100.0

0.0%

0.0%

100.0%

전체 %

42.5%

0.0%

0.0%

42.5%

빈도

5

15

3

23

불교 중 %

21.7%

65.2%

13.0%

100.0%

전체 %

12.5%

37.5%

7.5%

57.5%

빈도

22

15

3

40

전체 %

.6

.4

.1

1.0

빈도

2

0

0

2

무학 중 %

100.0%

0.0%

0.0%

100.0%

전체 %

5.0%

0.0%

0.0%

5.0%

빈도

0

2

0

2

초등졸 중 %

0.0%

100.0%

0.0%

100.0%

전체 %

0.0%

5.0%

0.0%

5.0%

카이제곱/
유의수준
(양측검정)

종교

불교

24.190
/0.000

전체

무학
학력
초등졸

29.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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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졸

고등졸

대학이
상

빈도

0

2

3

5

중등졸 중 %

0.0%

40.0%

60.0%

100.0%

전체 %

0.0%

5.0%

7.5%

12.5%

빈도

2

2

0

4

고등졸 중 %

50.0%

50.0%

0.0%

100.0%

전체 %

5.0%

5.0%

0.0%

10.0%

빈도

18

9

0

27

대학이상 중 %

66.7%

33.3%

0.0%

100.0%

전체 %

45.0%

22.5%

0.0%

67.5%

빈도

22

15

3

40

전체 %

55.0%

37.5%

7.5%

100.0%

전체
* p-value 0.05기준

(3) 자녀의 삶에 가장 큰 변화에 대한 종교와 학력에 따른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자녀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 묻는 질문에 종교간 학력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종교, 학력 간에 모두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독교의 경우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불교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52.2%,

‘타인에

대한 자신감’이 39.1%로 나타났다. 학교가 가장 지향하는 우선순위인 세상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이념과 타종교의 학부모의 인식과는 이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감 등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자녀의 삶에 가장 큰 변화에 대한 종교와 학력에
따른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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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자녀의 삶에 가장 큰 변화에 대한 종교와 학력에 따른 부모의 인식 교차분석

Pearson

자녀의 삶에 가장 큰 변화

기독교
종교
불교

전체

무학

초등졸

학력

중등졸

고등졸

대학
이상

전체
* p-value 0.05기준

전체

가치관

기독교에
대한 인식

자신감

타국
친구

기타

빈도

10

3

3

0

1

17

기독교
중 %

58.8%

17.6%

17.6%

0.0%

5.9%

100.0%

전체 %

25.0%

7.5%

7.5%

0.0%

2.5%

42.5%

빈도

0

12

9

2

0

23

불교 중 %

0.0%

52.2%

39.1%

8.7%

0.0%

100.0%

전체 %

0.0%

30.0%

22.5%

5.0%

0.0%

57.5%

빈도

10

15

12

2

1

40

전체 %

25.0%

37.5%

30.0%

5.0%

2.5%

100.0%

빈도

0

0

2

0

0

2

무학 중 %

0.0%

0.0%

100.0
%

0.0%

0.0%

100.0%

전체 %

0.0%

0.0%

5.0%

0.0%

0.0%

5.0%

빈도

0

2

0

0

0

2

초등 졸
중 %

0.0%

100.0%

0.0%

0.0%

0.0%

100.0%

전체 %

0.0%

5.0%

0.0%

0.0%

0.0%

5.0%

빈도

0

2

3

0

0

5

중등 졸
중 %

0.0%

40.0%

60.0%

0.0%

0.0%

100.0%

전체 %

0.0%

5.0%

7.5%

0.0%

0.0%

12.5%

빈도

0

2

0

2

0

4

고등 졸
중 %

0.0%

50.0%

0.0%

50.0
%

0.0%

100.0%

전체 %

0.0%

5.0%

0.0%

5.0%

0.0%

10.0%

빈도

10

9

7

0

1

27

대학이상
중 %

37.0%

33.3%

25.9%

0.0%

3.7%

100.0%

전체 %

25.0%

22.5%

17.5%

0.0%

2.5%

67.5%

빈도

10

15

12

2

1

40

전체 %

25.0%

37.5%

30.0%

5.0%

2.5%

100.0%

카이제곱/
유의수준
(양측검정)

20.972
/0.000

33.14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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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차분석- 학생 연구대상자의 종교에 따른 기독교학교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학생부문의 교차분석은 학생(가정)의 종교에 따라서 학교만족도와 학교와 신앙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학교만족도는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가장 만족하는 요인을 포함하였고
학교와 신앙의 구분부문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생각, 학교채플과 본인
신앙의 정도의 도움, 학교생활에서 기독교신앙에 영향을 받은 요인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41> 학생의 종교에 따른 만족도 및 신앙에 대한 교차분석 문항의 가설
구분

가설
다니는 학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H0 : 학생 종교간 “전반적 만족도” 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만족도

H1 : 학생 종교간 “전반적 만족도” 인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만족하는 요인

H0 : 학생 종교간 “가장 만족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생 종교간 “가장 만족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생각

H0 : 학생 종교간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 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생 종교간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 인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학교 채플과 본인 신앙의 정도의 도움
학교와
신앙

H0 : 학생 종교간 “채플과 본인 신앙의 정도의 도움”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생 종교간 “채플과 본인 신앙의 정도의 도움”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학교생활에서 기독교신앙에 영향을 받은 요인

H0 : 학생 종교간 “학교생활에서 기독교신앙에 영향을 받은 요인”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H1 : 학생 종교간 “학교 생활에서 기독교신앙에 영향을 받은 요인” 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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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종교에 따른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유의수준 0.002로 95%신뢰구간의 0.05유의확률보다
낮아 학생(가정)종교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는 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기독교 중 94.8%로 나타났고, 보통이라는
대답도 5.3% 나왔다. 오히려 불교의 경우는 보통이라는 대답은 전혀 없었고 모두 매우 만족이나
만족으로 응답했다. 무교도 모두 만족으로 대답했다. 아래의 표는 학생 종교에 따른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결과이다.

<표 42> 종교에 따른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Pearson

만족 여부
전체

기독교

종교

불교

무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빈도

14

4

1

19

기독교 중 %

73.7%

21.1%

5.3%

100.0%

전체 %

31.8%

9.1%

2.3%

43.2%

빈도

17

3

0

20

불교 중 %

85.0%

15.0%

0.0%

100.0%

전체 %

38.6%

6.8%

0.0%

45.5%

빈도

0

5

0

5

무교 중%

0.0%

100.0%

0.0%

100.0%

전체 %

0.0%

11.4%

0.0%

11.4%

빈도

31

12

1

44

전체 %

70.5%

27.3%

2.3%

100.0%

전체

* p-value 0.05기준

카이제곱/
유의수준
(양측검정)

16.53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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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종교에 따른 가장 만족하는 점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학교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요인은 학생의 종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기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기독교인경우 ‘예배 및 특별활동’, ‘준비된
기독신앙인교사’, 순으로 나타났으나 불교의 경우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외엔 고르게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가정)의 종교에 따라 만족 요인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아래
표는 학생의 종교에 따른 가장 만족하는 점에 대한 인식교차분석 결과이다.

<표 43> 종교에 따른 가장 만족하는 점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가장 만족하는 점

기독교

종
교

불교

무교

Pearson

프로
그램
& 교재

학교의
위치
&
시설

기타

기독
신앙인
교사

좋은
학생

예배
&
특별
활동

빈도

8

0

9

2

0

0

19

기독교
중%

42.1%

0.0%

47.4%

10.5%

0.0%

0.0%

100.0
%

전체%

18.2%

0.0%

20.5%

4.5%

0.0%

0.0%

43.2%

빈도

3

3

3

9

2

0

20

불교
중%

15.0%

15.0%

15.0%

45.0%

10.0%

0.0%

100.0
%

전체%

6.8%

6.8%

6.8%

20.5%

4.5%

0.0%

45.5%

빈도

1

1

0

0

0

3

5

무교
중%

20.0%

20.0%

0.0%

0.0%

0.0%

60.0
%

100.0
%

전체%

2.3%

2.3%

0.0%

0.0%

0.0%

6.8%

11.4%

빈도

12

4

12

11

2

3

44

전체%

27.3%

9.1%

27.3%

25.0%

4.5%

6.8%

100.0
%

전체

* p-value 0.05기준

전체

카이제곱
/유의수준
(양측검정)

43.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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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종교에 따른 기독교 사상에 대한 인식교차분석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상에 대해서는 학생의 종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했다. 종교가 있는 경우(기독교, 불교)는 새롭고 매우 유익하다고 치우치게 응답한 반면
무교(종교 없음)의 경우 ‘새롭고 유익하다’거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고르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라 기독교사상에 대한 인식 정도가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학생 종교에 따른
기독교 사상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결과이다.

<표 44> 종교에 따른 기독교 사상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기독교 사상

기독교

종교

불교

무교

Pearson
전체

새롭고 매우
유익하다

그저
그렇다

빈도

15

4

19

기독교 중 %

78.9%

21.1%

100.0%

전체 %

34.1%

9.1%

43.2%

빈도

14

6

20

불교 중 %

70.0%

30.0%

100.0%

전체 %

31.8%

13.6%

45.5%

빈도

3

2

5

무교 중 %

60.0%

40.0%

100.0%

전체 %

6.8%

4.5%

11.4%

빈도

32

12

44

전체 %

72.7%

27.3%

100.0%

전체

* p-value 0.05기준

카이제곱/유의수준
(양측검정)

0.85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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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종교에 따른 채플시간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학교에서 진행되는 채플시간이 신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있어 학생(가정)의
종교에 따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기독교의 경우 89.5%,
불교의 경우 75%, 무교의 경우는 60.0%로 나타났다. 머물렀다. 무교의 경우 학생이 5명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의 빈도가 고르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아래의 표는 학생 종교에 따른 채플 시간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표 45> 종교에 따른 채플시간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채플과 신앙

기독교

종교

불교

무교

큰 도움이
된다

그저
그렇다

전체

빈도

17

2

19

기독교 중 %

89.5%

10.5%

100.0%

전체 %

38.6%

4.5%

43.2%

빈도

15

5

20

불교 중 %

75.0%

25.0%

100.0%

전체 %

34.1%

11.4%

45.5%

빈도

3

2

5

무교 중 %

60.0%

40.0%

100.0%

전체 %

6.8%

4.5%

11.4%

빈도

35

9

44

전체 %

79.5%

20.5%

100.0%

전체

* p-value 0.05기준

Pearson 카이제곱
/유의수준(양측검정)

2.579
/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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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종교에 따른 학교 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은 요인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학교 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은 요인을 물어본 질문에도 학생의 종교에 따라 응답의
차이의 유의수준 0.01로 신뢰구간95%의 임계유의확률인 0.05보다 작게 도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기독교와 불교의 경우 ‘채플시간’이 기독교신앙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50%이상 답한 반면, 무교의 경우는 ‘교사’가 기독교 신앙의 영향요인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교우생활보다 채플시간과 교사를 통해 영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친구들은
채플시간의 예배를 통해 영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채플시간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래의 표는 종교에 다른 학교 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은 요인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결과이다.

<표 46> 종교에 따른 학교 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은 요인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기독교신앙 영향의 요인

기독교

종교

불교

무교

Pearson
전체

채플
시간

교사

기독교인
친구

기타

빈도

10

6

3

0

19

기독교 중 %

52.6%

31.6%

15.8%

0.0%

100.0%

전체 %

22.7%

13.6%

6.8%

0.0%

43.2%

빈도

11

9

0

0

20

불교 중 %

55.0%

45.0%

0.0%

0.0%

100.0%

전체 %

25.0%

20.5%

0.0%

0.0%

45.5%

빈도

0

3

0

2

5

무교 중 %

0.0%

60.0%

0.0%

40.0%

100.0%

전체 %

0.0%

6.8%

0.0%

4.5%

11.4%

빈도

21

18

3

2

44

전체 %

47.7%

40.9%

6.8%

4.5%

100.0%

전체
* p-value 0.05기준

카이제곱/
유의수준
(양측검정)

23.18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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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문 결과에 대한 소결론

설문 참가자의 응답 대상자는 캄보디아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에 있는 재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자는 캄보디아의 기독국제학교가 과연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고 기독학교로서
선교적 역량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지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인식이 나쁠 경우에 아무리
지식이나 기능적으로 유능한 리더가 배출되어도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선교적
역량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게 된다. 인식 조사의 대상은 기독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만 설문을 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설문을 했다. 학교에 직접 다니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기독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인 나라이다. 즉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종교적인 편견으로 인해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어떠한 행사를 하든 그것이 기독교적 사상과 색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일단 학교에서 하는
행사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는 선교적 역량을 발휘하기에 오히려
교회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것에 대한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출석하는 학교에
대한 것과 운영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해 보았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생각, 채플에 대한 의견, 기독교 학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지에 대한 질문 등을 물어보았고,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교사에 관한 질문 등을 넣었다.
4장의 설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캄보디아의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인식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 95%
이상의 만족을 보일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 학교 운영에 있어 기독 신앙인 교사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학부모 60%, 학생 68.2%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채플 시간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 55%, 학생 79.5%로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학생 퍼센트가 더 높게 나온
것은 직접 채플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높다고 할 수 있다. 학교가 가르치는 기독교 사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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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응답은 학부모 50%, 학생 72.7%로 역시 차이가 있지만 높은 편으로 나왔다. 이 또한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높은 퍼센트가 나왔다.
학부모와 학생을 비교하기 위한 교차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학부모와 학생의 비교교차분석은
학교와 신앙과 학교 운영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학교와 신앙부분에서는 채플이 학부모와
학생간 인식에 대한 차이에 대해 분석을 하였는데 Pearson 카이제곱의 유의수준이 0.026로 95%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도출되어 학부모와 학생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은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 반면에 부모의 경우는 ‘도움이 된다’와 ‘그저 그렇다’라는
반응이 골고루 나왔다. 학교 운영부분에서는 학교 운영에 중요한 요소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다. 운영에 중요한 요소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차이가 있는지

Pearson의 카이제곱 유의확률로 확인해본 결과 0.269로 양측검정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도출되어
기존 귀무가설을 선택하여 학교운영에 중요한 요소 항목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 학부모 모두 준비된 기독 신앙인 교사가
학교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역시 Pearson의 카이제곱
유의수준으로 확인해본 결과 0.983로 양측검정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도출되어 기존 귀무가설을
선택하여 교사의 자질 관련 항목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품을 1순위, 가르치는(교수)
능력을 2순위로 꼽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기독 신앙인 교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비록 캄보디아가 불교국가이지만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인식만큼은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에 연구자는 이제 5장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기독국제학교와 또한 앞으로 설립이 되어야 할 기독국제학교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기독국제학교 운영에 대한 상세한 운영방법에
대한 기술이 아닌 4장 설문을 근거로 캄보디아의 기독국제학교가 초점을 두고 실행했으면 하는
사역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제 5 장
캄보디아 기독국제학교 운영의 중점 방안

연구자가 처음 캄보디아에 들어갔을 때는 2004년과 2005년 단기선교이다. 당시에 만난 선교사와
대화 중 기억나는 것은 교육의 시급함이었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선교 팀으로
들어오지만 모두 다 성경학교 정도의 짧은 기간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이 다였다. 물론 선교사들이
세운 주일학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중에 공립학교를 가던지 아니면 교육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연구자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해 2018년 말에
들어갔을 때에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립학교들이 프놈펜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연구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알아보았지만 좋은 소문이 있는 학교들은 도저히
보낼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학비가 비싸거나 기독교학교가 아닌 사립학교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기독국제학교도 있었지만 그 가격은 선교사가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가격이었다. 즉 캄보디아의 부유층이 아닌 이상 기독국제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그러던 중에 엘드림 기독국제학교 관계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연구자는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캄보디아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와 깜뽓
주(州)의 코너스톤 기독국제학교를 보며 선교지에서의 기독국제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기독국제학교에 대하여 설문한 내용과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캄보디아의 기독국제학교가 캄보디아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리더 양성과 선교적 역량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5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4장의 학부모와 학생의 빈도분석 결과 중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사상에 대한 반응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교가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질문에서 새롭고 유익하다는 반응이 50%, 채플에 대한 반응 역시 55%로 긍정적
반응이 절반을 차지했다. 물론 학생의 경우 그 수치는 각각 72.7%, 79.5%로 학부모 보다 더욱 높게
나왔다. 학생의 경우 설문자 중 기독교 신앙의 요인으로 채플시간이 47.7%, 교사가 18명(40.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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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소의 합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학교와의 차이점에서는 72.7%(32명)가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긴 교육이라고 응답했다. 불교국가이며 종교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학교가
가르치는 사상과 교육, 기독 신앙인 교사에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기독 학교를 통해
주어지는 교육의 효과가 매우 높은 상태임을 증명한다.
종교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독국제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인식교차분석에 의하면 기독교인 학부모는 매우 만족이 73.7%, 만족이 21.1%로 절대 다수이고,
불교는 오히려 매우 만족이 85.0%, 만족이 15%로 매우 만족이 더 높게 나왔다. 단 종교에 따른
가장 만족하는 점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에서 불교 학부모는 45.0%가 프로그램 & 교재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것은 학교에 보낼 때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 교재의 질적인 부분에 기대가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종교에 따른 기독교 사상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에서 불교 학부는 70.0%가 새롭고 매우
유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모든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캄보디아에서 기독국제학교가 일반
국제학교나 다른 학교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과 오히려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고 선교적 역량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기독국제학교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학교의 가치관 세우기

‘기독교학교’라고 불리우는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이들이 하나의 성격을 지니는 기독교학교라기
보다는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지닌 학교들을 기독교
학교라고 부르고 있지만, 학교의 정관에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설립정신으로 명기했다는 것 만으로는
그 학교가 기독교학교인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독교학교는 건학 이념이 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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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기독교적 건학 이념이 학교 교육 속에 구현될 필요가 있다. 기독교학교라고 불리우고 또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지니고 있더라도 실제 기독교학교의 문화와 풍토, 교육의 과정 속에서는 정작
기독교적 가치관이 상실되어 있다면 이는 마치 교인들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인이 아닌
명목상의 교인들이 존재하듯이 기독교학교 본연의 모습이 아닌 명목상의 기독교학교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기독교학교의 ‘기독교학교다움’이 사라지게 된다면
기독교학교 구성원들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나아가 교육계와 일반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66 이를 위해서 학교의 설립자나 운영자는 반드시
학교의 중심가치관을 세우고 모든 교육에 기독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함은 단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교회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녀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성장해 가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교육까지
포함한다.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영역 속에서 기독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성한다는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 167 만일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학교는 사회의 요구를 따라가는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다. 한국의 상황은 입시에 대해 맹목적이기에 학교 설립의 목적을
명문대 진학으로 정한 경우를 고려해보자. 서울대 진학률이 기독교학교가 내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즉 목적으로 혼동할 수 있는 이슈가 되기 시작했을 때, 과연 그 학교가 진정으로 기독교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기 힘들어 진다. 그런 목적에 공교육 붕괴의 대안, 공교육보다 품질
높은 교육, 학교 건물을 활용한 교회 건축의 목적 같은 다양한 목적이 혼재하면서 정작 기독교
세계관으로 학생을 양육한다는 중요한 목적은 희석되어 버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168
캄보디아 역시 동일하다 캄보디아는 현재 공산주의 체제와 불교문화 영향권에 있는 나라이다.
무엇보다 사회전체적인 분위기가 물질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명확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166)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 84.
167) Ibid., 83.
168)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54.

139

담은 건학 이념이 없다면 이름만 기독교국제학교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독교학교가 소유할
수 있는 본질적인 목적 중 하나는 복음을 믿지 않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화 하는 것에 있다. 즉 선교적 목적이 가장 우선이요 그 다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성함에 있다.

2.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

1) 영성교육으로 차별화된 교육
기독교 학교가 일반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차별화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기독교적 신앙과 영성이 교육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신앙이 교육에 주는 영향은 공공성에
장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만일에 학교의 교육이
성경을 토대로 한 기독교 신앙의 정신을 살린 교육이라면 오늘날 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에 대한 효율적 가치로 생명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 경시
풍조는 통전적 시각과 초월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현대 교육은
영성교육을 배제하고 있다. 과학적 사고방식, 이성적 판단,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은 영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인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간의 소외감과 고립감, 정신적인
혼란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증가하고 있으며 깊은 두려움과 무력감 등으로
사회적 위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존재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영성교육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다.

(1) 채플 – 지식을 배우는 공동체 이전에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각인 시키기 위함이다.
채플은 기독교학교가 학교임과 동시에 예배 공동체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현재 선교지로서 각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신학교의 교육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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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수들도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구자처럼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 이에 다양한 목회자를 통해 예배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학교의 채플을 위해서 한
분을 지정해서 말씀을 계속 들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채플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
학교 운영자 및 교사들까지 그만큼 중요성을 두고 참여해야 한다.

(2) 성경암송 대회 –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함으로 말씀이 인격을 지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암송 대회는 분기별 혹은 학기에 한 번 큰 행사로 치루는 대회이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상한 학생에게는 큰 포상이 주어진다. 성경을 암송함으로 학생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된다. 엘드림 기독국제학교는 기본적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무조건
전 학년 학생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성경암송대회 때 많은 학생들이 성경암송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말씀 암기에 힘을 쏟고 있다. 성경 암송은 학교 전체 행사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각 반에서
자율적으로 교사의 역량에 따라 운영함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말씀 암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반에서 암송에 뛰어난 아이들이 보통 학교 전체 암송 대회에 참여한다.

(3) 성경통독 – 성경을 통독함으로 통전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성경의 단편적인 암송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통전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즉 성경 통독은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방편이다. 성경 통독은 매주 점검하는
과제물로 제출됨이 좋다. 일년에 일독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하고 연말에 완독을 한 사람에게는
학교에서 적절한 상을 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경통독표를 매년 새롭게 배부하고 반 교실에 있는
게시판에 통독표나 그래프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거나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41

(4) 분기별 기도 짝 운영 –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와 기도 응답의 능력을 확인
기도 짝은 반 학생들 마다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정해진 기간 동안 서로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는 관계로 이어간다. 실제 기도제목을 나누고 혹시 기도 응답이 나타났을 경우 채플시간이나 반별
모임에서 간증을 함으로 기도에 대한 소망과 능력을 직,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무엇보다 학생들
서로가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5) 성경 수업
한국의 초기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대부분 성경 과목이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초기 배제학당에서는 성경, 한문, 영어, 지리, 수학, 생물, 공작, 체육을 가르쳤고,
초창기 이화학당은 성경, 영어, 경신학교는 성경, 교회사, 구어, 한문, 영어, 산술, 대수, 화학, 물리,
천문학, 지리 한국사 등을 가르쳤다. 정신여학교도 성경, 한문, 역사 지리, 산술, 습자, 체조 등 성경
이외에 매우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다. 숭의여학교 역시 성경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다.
광성학교는 국문, 한문, 기독교 교리에 대해 가르쳤고, 공주의 명선여학당은 성경의 읽기가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성경은 당시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가장 중심 된 자리를 차지하는
과목이었으며 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들이 의도하는 선교의 목적과 직접 연결된 과목이었다. 169 현재
안산동산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사립 기독교학교이다. 연구자가 안산동산교회에서 교역자로
있을 때 안산동산고등학교는 주중 수업에 성경 수업이 있었다. 물론 현재도 학교에 교목이 두 명이나
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년에 성경 수업을 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목사나 교사의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현재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이다. 연구자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에서는 학부모 중 선교사가
채플이나 태권도, 수학 등 각자의 전공과 재능으로 학교를 섬겼다.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의 아이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수업 받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선교사역에 동참할

169) 김정효,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학교 교육과정”,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 학교」(서울: 예영출판사, 2007),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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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의 교목을 우선 세우고 실제적인 성경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성경을 전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말씀 축제(부흥회)
연구자가 안산동산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안산동산고등학교를 통해 본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는
신학기를 시작하기 전 개학을 앞두고 영적 부흥회를 개최한 것이다. 부흥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수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도 한다. 캄보디아 기독국제학교에도 이것은 실현가능하다. 이러한 집회를 한다면 큰 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로서 단합을 이루고, 학기를 시작하기 전
일년간 함께 할 친구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년에 두 번 신학기를
시작하기 전과 가을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간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며 오전에는 전체 집회를 통해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의 선택 특강을 듣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 경찰 서장, 호텔 요리사, 공무원, 교사, 체육인, 군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함으로 아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다음은
신학기 말씀 축제 일정표이다.

<표 47> 신학기 말씀 축제
시간

2월 26일(수)

27일(목)

28일(금)

08:30 – 09:00

오리엔테이션

*찬양: 찬양팀

*찬양: 찬양팀

09:00 – 10:00
10:00 – 11:00
11:00 -12:00

*찬양: 찬양팀
*말씀 축제1: 강사
*기도회: 인도자

*말씀 축제 2: 강사

*말씀 축제 3: 강사

*기도회: 인도자

*기도회: 인도자

12:00 -13:0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식사

13:00 -14:00

전체 레크레이션

반별 Meeting

세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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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을)

14:00 -15:00
15:00-16:00
16:00-17:00

선택 특강 1

선택 특강 2

폐회 예배

집으로 귀가

집으로 귀가

집으로 귀가

2) 공동체성 향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구약성경에서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고 있다. 신약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 혹은 성도로 부르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개체성과 공동체성을 중시하신다는
의미이며 그의 백성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이 유기적 관계임을 보여주는 표현임과 동시에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삶과 다소 유리된
지식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개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경쟁적 관계로,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보존은 무시하고 오직 개발과 정복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지 종교적인 대상으로 나아가 무관심의 대상으로 대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결국 인간은 점점 스스로 파편화되어 버렸고 타자와 분리된 채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교육에서 공동체라는 주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다. 1990년대 이후에 서구에서나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교육 또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은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학교에 대한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외감이나 학교폭력, 왕따 현상, 협동심의
상실 등 오늘날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위기적 상황이 공동체적 가치 대신 개인주의와 경쟁의 가치가
중시되고 관료적 조직 체계의 성격이 강화되는 학교로부터 연유하는 결과임이 종종 지적된다. 170
모든 인간은 다른 주체들과 유기적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 온전한 인간이 된다. 즉 모든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 즉 관계적인 존재임을 말한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분이다.

170) Furman, G. Introduction, Furman(ed.) School as Community. Albany, New York: SUNY Press. 2002.

144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시며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받은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물론이고 함께 해야만 될 또 다른 인간, 그리고 보살피고 보존하며
경작해야 할 자연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인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에서의
교육은 반드시 공동체성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기독국제학교에서의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주입식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상호작용을 독려하는 탐구식 수업과 서로 협력함으로 결론에 도출하는 교수방법이어야 한다.

(1) 다양한 동아리 활동
각 학생들의 취미와 재능을 고려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은 학생 개개인이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참여를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성을 더욱 증진시켜준다. 음악활동뿐만 아니라 독서 반,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영화 컴퓨터 반 등을 통해 학생들 간에 유대관계를 더욱 높여준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가끔 야외에 나가 찬양으로 공연을 할 때 많은 캄보디아 인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엘드림 기독국제학교는 축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한 선교사를
중심으로 축구팀을 만들었다. 토요일 저녁과 수요일에 아이들은 축구를 통해 관계성 형성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밖에 바이올린, 탁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학교 안에 아이들
특성과 재능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은 학교의 활력과 더불어 관계성에 큰 도움을 준다.

(2) 분기별 봉사활동(선교활동)
캄보디아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선교대상국이다. 또한 각 국에서 단기
선교로 수많은 팀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기독국제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팀을 이루어 캄보디아 시골에
봉사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은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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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을 함께 봉사함으로 공동체에 속한 보람과 정체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캄보디아 각 지방에
파송되어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와 협력하여 캄보디아 지방에 선교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을 더욱 함양할 수 있게 된다.

(3) 함께 준비하는 절기 행사
기독교는 절기가 있는 종교이다. 특별히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이다. 수많은 학교 일정으로 인해 모든 절기 행사를 다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큰 절기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은 학부모 및 외부인들을 초청하여 절기에 맞는 공연을 하게
된다.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 서로가 합력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를 알리고 기독교의 복음도
소개하는 시간이 된다.

(4) 올림픽 데이(day)
3장에서 연구자는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의 올림픽 데이를 소개한 적이 있다. 올림픽 데이는
전교생이 함께 참석하는 체육활동이다. 이 행사를 통해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 학년이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가 되는 행사이다. 무엇보다 단지 체육 행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끝으로 학교
주위를 돌면서 찬양을 부르고 마을 청소도 담당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욱 더 견고히 다져지게 된다. 아이들만 참여하는 학교 자체 행사만으로 주관해도 되지만 과거
학교운동회와 같이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5) 졸업여행 - 선교여행
기독국제학교의 졸업 여행은 일반학교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단지 좋은 추억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가는 의미가 아니다. 졸업 여행의 테마를 선교여행으로 만든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나 기독교적 의미가 있는 선교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역사
공부뿐만 아니라 선교적 의미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왜 공부를 해야하며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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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여행이 될 수 있다. 엘드림 기독국제학교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주위 가까운 동남아 나라에 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적, 선교적 의미를 더하는 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2020년 초에 엘드림 기독국제학교 최지호 교장이 직접 아이들을 인솔해 베트남 호치민 전쟁
박물관을 방문한 사진이다. 이 여행을 통해 아이들은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고, 참여한 아이들은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 조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사진 24> G-9학년 졸업(선교)여행(2020년 2월)

3) 일반학교와 차별화 된 교사
(1) 교사 MTM(Monthly Teachers Meeting)
연구자가 설문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학교의 운영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교사의 자질이 최고로 높은 비율로 나왔다. 학생설문에서는 68.2%, 학부모 설문에서 60%라는 높은
비율이 나왔다. 이는 기독교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사는 항상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넓혀 나가야 한다.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에서는 매월 MTM을
실시한다. 신규 교사나 혹은 기존 교사들이 본인의 수업을 교사들 앞에서 해보며 Teaching 방법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움 받기도 한다. 모든 교사가 가장 먼저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며, 각 교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교단에 서도록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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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 학교 지도자 아카데미
만일에 이사회가 일반 사립학교 이사회와 다를 바가 없고, 교장이 일반학교 교장과 다를 바 없다면
학교의 교목이나 기독교인 교사는 그저 형식적인 역할만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독교학교의
이사진을 비롯해 교육지도자들이 기독교학교에 대한 사명감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 지도자 아카데미’가 필요하다.
이사진과 교장, 교감, 교육지도자에게 기독교학교의 중요성과 필요성,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비전,
교육과정 특성화, 그리고 기독교학교에 대한 기독교적 행정과 경영 등 기독교학교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독교 학교 지도자
아카데미’가 꼭 필요하다. 171 매년 학기가 시작하기 전 이사진과 교장, 교감 및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독교학교로의 바른 정체성과 지도자로서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교사 부흥회의 측면도 있지만 기독교학교로서
실질적인 운영의 방안을 위한 대책회의도 이루어 진다. 매년 기독교 학교 지도자 아카데미가
실시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3) 교사 경건회 및 기도회
연구자의 설문을 통해 알아본 기독국제학교의 ‘교사의 자질’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높게 나온
부분은 바로 교사의 가치관과 성품이었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같은 현상이다. 학생은 40.9%,
학부모는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13>, <표 25> 참조). 교사의 가르치는 능력이나 다른
요소들 보다 가치관과 성품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교사의 가치관과 성품은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이 점점 성장할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오히려 학교에서의
시간이 훨씬 많이 차지한다. 즉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하는 교사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모범과 표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기독교학교의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과
언어, 삶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 역시 끊임없이 신앙의 표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171)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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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알아가고 닮아가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독교학교의 교사는 매일 개인 경건회는 물론
모든 교사가 함께 기도회를 가지며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4) 기독국제학교의 협력 교사 – 선교사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기독교국제학교의 아주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선교사는 단지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문인 선교사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태권도, 운동 선수, 사업가 등 매우
다양한 직업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파송된 선교사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선교지에서
현지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 비록 정식 과목의 교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방과 후
과목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광혜원을 세운 선교사 알렌은 의사였으며 시 병원을 세운 선교사
스크랜톤은 의학박사였다. 배재학당을 세운 아펜젤러는 미국 유수의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Philip

Schaff)가 졸업한 프랭클린 마샬 대학(Franklin-Marshall College)을 졸업하고 드루 신학교(Drew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수학했다. 아펜젤러를 도와 함께 교육사업을 하고 경신학교의
전신인 예수교 학당을 세운 언더우드 역시 뉴욕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네델란드 개혁교회 계
뉴브란스위크 신학교에서 신학을 연수했다. 172 이들은 모두 선교사였지만 학교에서는 훌륭한
교사였다.
연구자는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에서 목사로서 혹은 성경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또 다른
선교사는 수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아이들에게 수학 특별 과정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태권도를 전공하신 선교사는 태권도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육체와 정신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밖에 축구를 가르쳤던 선교사를 통해 축구부를 만들어 운영했고, 미국에서 미술로
석사전공까지 마친 분을 통해 미술 수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물론 음악에 큰 도움을 준 선교사도

172)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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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교회반주자로 활동을 하던 선교사는 아이들의 음악회를 위해 보조교사로도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모든 통해 알 수 있듯이 선교사는 캄보디아의 기독교 학교에 아주 좋은 협력교사이다.

(5) 교사 영성 수련회
학생들을 위한 영성수련회가 있다면 교사들 역시 교사들을 위한 영성수련회가 필요하다. 교사를
위한 영성수련회는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 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교사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교사 영성 수련회는 학생 수련회 한 주 전에 2박 3일의 시간을
가지고 개최를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학교 교사들이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고
다른 교사들 간의 단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불태우게 된다. 교사
영성수련회는 학생들과는 달리 학교 강당에서 하지 않고 외부 시설에서 하기를 추천한다. 또한 학생
수련회는 오후에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반면 교사 영성수련회는 2박 3일간 함께 보내도록 한다.

<표 48> 교사 영성 수련회
시간

2월 19일(수)

20일(목)

21일(금)

07:00-08:00

오전 경건회

오전 경건회

08:00 – 09:00

아침 식사

아침 식사

09:00 – 10:00
10:00 – 11:00

은혜의 장소로

*학년별 교사 모임
(주변 관광)

선택 특강 2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점심 식사/ 학년별로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14:00 -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교사 소개 및
레크레이션
저녁 만찬
*찬양: 찬양팀

점심식사
폐회 예배

선택 특강 1

및
교사 올림픽 시상

*교사 올림픽
(학년별 대항)
저녁 만찬
*찬양: 찬양팀

19:00-20:00

*말씀 축제1: 강사

*말씀 축제1: 강사

20:00-21:00

*기도회: 인도자

*기도회: 인도자

21:00-22:00

조별 교사 모임

조별 교사 모임

22:00-23:00

휴식 및 취침

휴식 및 취침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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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사 연수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듯이 한 학교에서 계속 교사생활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메너리즘에 빠져 살아갈 가망이 상당히 높아진다. 물론 교사는 항상 자기 학교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과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롭고 유익한 교육의 방법이나 운영 방법이
없는지 항상 연구하고 찾아야만 한다. 캄보디아에는 여러 다양한 기독교국제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주위 나라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같은 동남아 지역에만 나가도 상당히 수준이 높고
전통이 있는 기독교학교들이 있다. 물론 근처 주위 나라에 가는 경비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짧은
기간 연수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경비와 거리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깜뽓 주(州)에 있는 코너스톤
기독국제학교의 교사들은 한국의 교육을 배우기 위해 연수를 왔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은 신반포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신반포교회의 영생 유치원의 수업과정을 일주일간 함께
동참하고 교회와 유치원의 협력 사역을 배웠다. 또한 수원기독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기독교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매년
몇 명의 교사들을 선진국이나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학교들을 찾아 방문함으로 끊임없이
교육의 질과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배우고, 현지 학교에 가장 적합한 적용 방법으로
적용한다면 어느 때부터는 수많은 기독교 학교 중에서 모범학교로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4)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
기독교교육의 위기는 가정과 학교의 분리 현상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과 학교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왜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자녀교육의 주체는 단연
부모이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야 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일정부분
위탁하는 것이다. 여전히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이 있고, 학교에서 과연 부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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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부모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기독교 가정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교육을
통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필요가 있다. 173 여기서
주의할 것은 참여라는 것이 상대가 느낄 때 간섭의 의미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를 돕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리차드 에들린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학교는 자기
자녀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가정의 연장도 아니다. 둘째, 부모의 교육철학이 학교의 철학과
일치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셋째,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넷째,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지만,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육에 대해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다섯째, 질문이 있을 때는 절차를 따라 대화해야 한다. 여섯째, 대화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기도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대화는 분명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74
기독교학교는 부모의 존재를 귀찮게 여기거나 전문가가 아니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며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인정하고, 부모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학교는 부모의
교육적 관심을 학교 교육에 잘 활용해야 한다. 175 교사와 학부모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학교에 반영될 수 있게 하며, 학교는 교육철학과 교육방식이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서로, 서로가 협력체제로 있어야 한다. 만일에 부모가 기독교학교의
가치관과 정체성, 기독교적인 전망을 상실한 채 일반 학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면
기독국제학교가 추구하는 기독교 교육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1) 학부모 & 교사 PTM(Parents & Teachers Meeting)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에서는 매년 이틀에 걸쳐 학부모 교사 회의가 있다. 이 시간을 통해 각 담임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이 시간을 통해

173) 박상진, 「한국 기독교학교교육 운동」, 302
174) Richard J. Edlin,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기독교교육의 기초」 (그리심 2004), 5169.
175)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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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상호 유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발달과 행동발달, 인성과 진로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재로 상담을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부모는 학교에서의 자녀 모습에 대해 모를 수 있고, 교사는 집에서의 학생
모습을 모를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은 학생에 대한 이러한 무지를 많이 상쇄시켜 줄 수 있고
학부모나 교사는 아이를 지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 기독교 교육과 학교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기독교학교에 대한 철학이 많이 약한 편이다. 국교가 불교인 캄보디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학교가 아무리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교육하려고 해도 만일에 학부모가
이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다면 균형 잡힌 교육이 이어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독교 교육과 학교에 대한 세미나 형식의 강좌를 개설해 학부모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한국의 샘물기독학교는 이러한 부분에 분명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샘물기독학교는 입학
절차 가운데 이미 부모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책처럼 만들어진 원서에 서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학교의 교육철학을 이해하게 된다. 부모는 예배 학부모 교육을
네 강좌 듣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2권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비로서 면접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그 학교의 교육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포기하기도 한다. 176
자녀에 대한 진로 문제도 모든 학부모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급변하는 세상과 직업의 다양화는
자녀들이 미처 사회에 나갈 준비가 다 되기도 전에 바뀌고 있다. 당연히 학교와 학부모는 이에 대해
민감하게 준비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는 매년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미래학자를 초빙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176) 임경근, 「기독교학교 이야기」,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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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모 기도모임
기독교 공동체라고 했을 때 성경과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과 교육계획을 세웠다고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공동체를 점점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기독교 학교 역시나 동일하다. 학교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기독교학교는 바르게
운영될 수 없다. 교사들이 매일 아침마다 경건회와 기도회를 가지듯이 학부모 역시 기도로 학교를
중보 해야만 한다. 학부모 대표는 학교의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들을 학부모에게 알게 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학부모 기도 모임은 매월 한 번 학교에서 모임을 가지고 학교가
당면한 어려움과 학생을 위해 함께 기도로 중보 한다. 기도할수록 학교에 더욱 애착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3. 복음의 통로 기독국제학교 -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학교

한국의 초기 기독교학교의 건학 이념은 선교의 기회를 얻는 데 있었다. 당시 직접 선교가 허락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 전통적 세계관이 견고한 벽을 치고 있었고 외부의 세계관에 대하여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복음을 수용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기존의 세계관을
대체하는 일은 그 당시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혹은 약자에 대한 사랑의 배려, 긴
시간의 지속적 접촉과 교육 형식을 필연적으로 요청하였다.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진 이들에게
당시의 학당은 아주 적절한 접촉점이었다.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한국의 초기 기독교학교는 중, 상류
계층에게는 외국어와 근대 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고 하류 계층에게는 돌봄과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즉 당시 학교 교육은 덜 방어적인 상태에서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보장해 주었다. 177

177)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엮음, 「평양대부흥 운동과 기독교학교」,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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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건은 현재 캄보디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인 동시에 수
십년 동안 정권의 교체없이 훈센 총리의 통치하에 지속되어오고 있다. 불교는 여전히 선교의 큰
벽으로 존재하고 있고, 현 정권은 중국과 매우 긴밀히 관계하고 있는 정권으로서 언제든지 중국의
정치형태를 따라갈 우려가 있다. 중국은 현재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형태가 캄보디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선교사들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교육만큼은 캄보디아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기독국제학교는 과거 한국의 상황과 같이 덜 방어적인
상태에서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장학 사역으로 더욱 넓게 문을 여는 학교
4장 설문에 의하면 설문한 대부분의 사람 중에 캄보디아 기독교국제학교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한 질문 중에서 결혼 후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68.2%의 학생들이 “반드시 기독교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캄보디아 가정의 자녀들이 국제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는 제대로 운영되는 기독교학교가 수많은 아이들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들의 학비가 너무나 비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학생 제도가 확대되지 않는 이상 국제학교는 캄보디아의 부유층에서나 꿈꿀 수 있는 곳이다.
장학제도는 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캄보디아에 세워진 교회, 기독인
사업가, 그리고 한인교회들이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은 곧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정책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독국제학교 또한 캄보디아 현지 아이들에 대한
장학제도를 더욱 확립함으로 비록 형편이 어렵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자세를 갖춘 아이들을
선별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재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와 깜뽓 주(州)에
있는 코너스톤 기독국제학교는 한국이나 미국 교회 및 각종 후원 단체와 연결하여 이 부분에 매우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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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기독국제학교
기독국제학교는 지역에 속해 있는 학교이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과 절대 동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의 자녀가 그 학교에 가장 많이 다니기 때문이다. 3장에서 언급한 코너스톤
기독국제학교의 모태인 에스더 선교사는 학교의 부지를 마련하는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에스더 선교사는 적극적으로 땅 주인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에스더 선교사의 요청을 수용했다.
마을 주민들이 땅을 내어놓고 판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에스더 선교사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에 무너진 저수지로 1모작밖에 못하는 곳을 미국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 저수지를 보수해 주었고 지금은 3모작까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마을의
경제적 도움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에스더 선교사는 마을 사람들의 계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다. 많은 이들이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들의 사상 변화를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코너스톤 국제학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 장소는 학교가 있는 위치에 함께 있고 방과후의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게 된다. 이곳에는 직업 훈련소가 있고 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의료클리닉을 운영함으로 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주변마을
주민들까지 의료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독국제학교가 지역의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할 때
기독국제학교는 단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넘어 예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3)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캄보디아는 아직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예술을 경험하기 힘든 땅이다. 엘드림 재단에서 세운 PPIIA
대학이 예술대학으로서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화와 예술을 저변 확대(底邊擴大)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일본기업에서 세운 큰 대형마트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
하나 있을 정도로 문화나 예술활동을 볼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수도인 프놈펜
사정이 이정도이니 지방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 한국의 상황과 같이 그나마 교회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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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경험하는 유일한 출구로 볼 수 있다. 물론 수도 프놈펜은 매년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서구의
앞선 문명이 들어오고 있으며 높은 건물들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문화와 예술 활동은 아직도 너무나 뒤쳐져 있다. 그러므로 기독국제학교는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한다. 각종 음악 활동, 연극 활동 등 문화와 예술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기독국제학교는 문화활동 공간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다. 연구자가 과거에
신반포 교회 목사로 사역할 때 성악전공자들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 방문해 두 대학에서 음악회
공연을 한 적이 있다. 당시에 수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전공자들의 찬양과 노래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학교는 캄보디아 현지인들과 학부모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를 소개하고 선교적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기독국제학교는 선교적 중심기지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4. 소결론
1903년 원산부흥운동부터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까지 기간은 과거 한민족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던 시기였다.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고종의 퇴위 그리고 3년 뒤 강제적인 한일합병등이 그
증거이다. 이 어두운 시대, 민족적 희망이 움터 오르는 사실 기독교학교는 선교의 희망이자 민족의
희망이었다. 기독교학교의 재학생들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울어 가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민족을 다시 각성 시키심으로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헤아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운동, 웨슬리 부흥운동, 미국의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 무디 부흥운동 등 그 당시의 수많은
부흥운동에서 찾을 수 있는 현상이다. 178 캄보디아 역시 동일하다. 선교사들이 세우는 교회와 함께
많은 기독국제학교들이 세워진다면 그들은 점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깨우침을

178)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엮음, 「평양대부흥 운동과 기독교학교」, 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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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분명 그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헤아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기도의 열정은 타오르게 마련이다.
현재 캄보디아는 가장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지나 이제 서서히 새로운 시대를 향해 눈을 뜨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단지 물질이 주는 힘으로 일어나는 변화라면 캄보디아의 미래는 또 다른
어두움의 세계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캄보디아는
과거 한국과 영국, 미국 등이 맛 보았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부흥과
변화의 주도적 역할에 기독국제학교 있었듯이 이는 캄보디아 역시나 동일하다. 먼저 기독학교로서의
철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일반학교와는 다른 기독학교만이 가지는 철학을 세워야 한다.
공동체 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일반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영성 훈련, 철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사는 기독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큰 매력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국제학교는 과거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캄보디아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캄보디아에 세워진 기독교국제학교를 통한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과 선교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자 시작하였다. 캄보디아는 역사상 보기 드물게 세대간의 단절을 경험한 깊은 상처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캄보디아는 수많은 지식층을 살상했던 과거 공산정권의 큰 악행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과거 수십 년 뒤로 돌아가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가슴에 묻어놓고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 아픈 과거 역사로 인해
현재 캄보디아는 국가의 여러 영역에서 이끌어나갈 지도자들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로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너무나 많은 선교 대상국 중
하나이다. 이에 연구자는 캄보디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매우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그 답은 기독교 학교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다.
연구자는 2장에서 기독국제학교의 이해와 성경적, 역사적 근거에 대해 제시하였다. 기독교학교의
교육철학과 정신, 원리에 대해 언급하고 일반학교와의 차이와 장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성경을 통해 기독교학교의 존재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독교학교의
역사적 근거를 들었다.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와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된 각 나라와 한국 및 캄보디아의 기독교 학교에 대해 기술하였다.
3장에서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의 활동과 영향을 살펴보았고, 코너스톤 국제학교의 설립자인 에스더
선교사의 제자 중 많은 이들이 목사 뿐만 아니라 사회각층에서 기독교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들 두 학교는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과 깜뽓 주에서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과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선교적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기에 표본으로 삼고 연구하였다.
4장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캄보디아 기독국제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실제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종교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국제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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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 95%, 학생 97.7%라는 높은 만족도가 나왔다. 학생들의 채플에 대한
생각이 79.5%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통해 학생들이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 사상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50%는
새롭고 유익하다는 반응을 했다. 동일한 질문에 학생들은 72.7%로 매우 유익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학생의 반응이 더욱 높게 나온 것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배우며 보고 들은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비교교차분석의 결과 학교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
준비된 기독 신앙인 교사가 학교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뽑고 있고, 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 역시
교차분석 결과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품을 가장 우선 순위로, 교사의 가르치는 능력을 두 번째 순위로
동일하게 뽑았다.
종교에 따른 학교 만족도에 대한 학부모 교차분석에서는 학교에 대해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해
기독교 학부모인 경우 기독 신앙인 교사에 70.6%를 나타낸 반면에 불교학부모는 47.8%를 나타냈다.
그 대신에 불교 학부모는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43.5% 분포함으로 불교인
학부모는 기독교학교에서 가르치는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에 대한 관심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에 따른 학교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학생의 경우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은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경우 ‘채플시간’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0% 반면, 무교의 경우에는
‘교사’가 기독교 신앙의 영향요인으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교우생활보다 채플시간과 교사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채플시간과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장을 통하여서는 분석된 내용들을 근거로 실제 기독국제학교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를 살펴 보았다. 물론 연구자는 기독교학교의 운영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기술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기독교학교의 운영에는 세밀한 학칙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색,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조건, 교사의 역할 등 기술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방대하다.
그래서 연구자는 캄보디아에 있는 기독교학교가 크리스천 리더 양성과 선교적 역량을 감당하는
학교로서 꼭 중점을 두고 운영했으면 하는 것에 5장을 할애하였다. 기독교학교로서 추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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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가치로부터 시작해서 4장 설문의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사의 역할과 훈련, 선교적 교두보로서의 기독교학교가 실행했으면 하는 활동 등에 5장을
할애를 했다.
연구자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만났던 선교사나 학생들, 학교운영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확인한
명확한 사실은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더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필요하다. 초기 한국에 수없이 생겨난
기독교학교에 비해 현재 캄보디아에는 기독교학교의 수가 너무나 부족하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는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3장에서 소개했던 깜뽓 주(州)의 코너스톤 기독국제학교와 같이 캄보디아의
지방에서도 기독국제학교가 더욱 세워져야 한다. 이에 연구자의 논문은 선교지 캄보디아 땅에서
기독국제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선교사나 교회들에게 작게 나마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 있어 한계점도 분명 실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캄보디아 프놈펜 수도에
있는 학교인 엘드림 기독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들로 검증이 되었다. 연구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는 하였지만 지역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둘째, 기독국제학교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표본들이 많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기독국제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공무원, 사업가,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셋째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기독국제학교를 세우는 실제적인 과정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다루지는 않았다. 연구자가 이사장이나 교장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기독국제학교를
인가를 받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절차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기독국제학교 운영에 대한 실제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거나 선교지에서 기독교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나 선교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APPENDIX A
부록 A

설문동의서(한글)

캄보디아 기독국제학교를 통한 크리스천 리더 양성과 선교전략에 대한 연구: 캄보디아 엘드림
기독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손창순
리버티대학교, 신학대학원

귀하를 연구자의 연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귀하는 만13세 이상이며 엘드림 기독
국제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으로서 “캄보디아 기독국제학교를 통한 크리스천 리더양성과 선교전략에
대한 연구: 프놈펜 엘드림 기독국제학교를 중심으로”에 초대되었습니다. 귀하는 엘드림 국제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으로서 크리스천 리더양성과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참여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본 동의 문서를 잘
읽으시고 문의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해 주세요.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의 신학대학원(School of Divinity)에 소속된 박사과정 중에 있는
손창순(Chang-Soon Son) 은/는 본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경설명: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에 있는 기독국제학교가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선교전략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자 하는 것으로 각
기독교학교의 성경적인 정체성 확립과 선교전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리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기독교학교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천
리더들을 배출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연구진행과정: 만일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 하신다면, 다음의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설문지를 하나씩 받아가세요. 약 15~20분의 시간과 무기명 설문지를 완성하세요.
완성한 설문지를 보관 박스에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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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Risk): 본 연구를 통해 발생될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국가체제의 비판이나
정부지도자의 직접적인 비판이 없다면 본 연구를 통해 발생할 위험요소는 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문참여자가 매일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요소와 같은 정도입니다

혜택: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직접적인 혜택들은 없을 것입니다.

보상: 설문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비밀유지: 본 연구의 기록들은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연구 기록들은 안전하게 저장되며, 단지
연구자만 기록들에 접근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의 어떠한 형태의 출판으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들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컴퓨터에 보관될 것이며 향후
연구발표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자료들은 삼 년 후에 삭제될 것이며, 종이로 된
문서들은 파쇄기를 통해 파쇄될 것입니다.

자발성에 입각한 연구: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의 가부가 귀하의 현재와
미래의 리버티 대학교,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 뒤에도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참여 중단이 위의 관계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참여를 중단하는 방법: 귀하가 연구참여중단을 원하실 경우 귀하의 설문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연구자에게 연구참여를 중단할 의사를 밝히세요. 귀하의 응답들은 기록되거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 연락처, 질문: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손창순입니다. 지금 바로 질문해도 좋습니다.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체 말고 82-10-49244623/csson@liberty.edu으로 연락하십시오. 본 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정 교수: 82-10-2031-2985 yjlee@liberty.edu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나 염려가 있고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경우 지체없이 International Review Board로 연락을 하십시오: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귀하의 기록이 있는 본 동의서의 복사본을 원하실 경우 연구자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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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부록 B

부모/보호자 동의서(한글)

캄보디아 기독국제학교를 통한 크리스천 리더 양성과 선교전략에 대한 연구: 캄보디아 엘드림
기독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손창순
리버티대학교, 신학대학원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의 신학대학원(School of Divinity)에 소속된 D.MIN 지원자
손창순은 본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만 13세 이상이고 현재 기독학교의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를 연구에 참여하시키기 전에 본 동의
문서를 잘 읽으시고 문의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해 주세요.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에 세워진 기독학교가 기독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고 선교적 전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진행과정: 만일 귀하의 자녀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신다면, 다음의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엘드림 국제학교 입구에 비치될 설문지를 배부 받습니다. 대략적인 시간은 15~20분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항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한 설문지를 준비된 박스에
넣어주세요.

위험요소(Risk): 본 연구를 통해 발생될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발생할

위험요소는 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문참여자가 매일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요소와 같은 정도입니다.

혜택: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직접적인 혜택들은 없을 것입니다.
보상: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보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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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본 연구의 기록들은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연구기록들은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며 본
연구자만이 그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가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본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엿들을 수 없는 장소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자료들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컴퓨터에 보관될 것이며
향후 연구발표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자료들은 삼 년 후에 삭제될 것이고,
종이자료들은 모두 파쇄될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로부터 얻은 정보들은 추후 연구자의 연구에,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정보들을 공유하게 될 경우 공유하기 전에
귀하의 자녀의 신분을 알지 못하도록 해당 정보들을 삭제할 것입니다.

*설문참여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그룹 밖의 사람들과 그룹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발성에 입각한 연구: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자녀를 연구에 참여
시킬지에 대한 가부가 귀하의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리버티 대학교 및 엘드림 기독국제학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치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결정하신 뒤에도 그
자녀는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자녀의 연구참여를 중단하거나 귀하의 자녀가 연구참여를 중단하는 방법:

귀하가 자녀의

연구참여중단을 원하거나 귀하의 자녀가 연구참여중단을 원할 경우, 귀하의 설문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연구자에게 연구참여를 중단할 의사를 밝히세요. 귀하의 자녀의 응답들은 기록되거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자 연락처, 질문: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손창순입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체말고 82)10-4924-4623/ csson@liberty.edu으로 연락하십시오. 본
연구자의 지도교수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정, 82)10-20312985, yjlee@liberyt.edu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나 염려가 있고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경우 지체없이 International Review Board로 연락을 하십시오: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귀하의 기록이 있는 본 동의서의 복사본을 원하실 경우 연구자에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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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진술: 나는 위의 정보들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필요한 질문들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들도
받았습니다. 나는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성년자(자녀)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

서명

날짜

APPENDIX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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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설문동의서(영문)

CONSENT FORM

A Study on the Mission Strategy and Development of Christian Leaders through Cambodi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Focus on Phnom Penh El Dream Christian School
ChangSoon Son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You are invited to be in a research study. You were selected as a possible participant because you are 13 or
older, a student, a graduate, or a staff member of El Dream International School, and you are able to give
aid to a study on planning for educating Christian leaders and establishing mission strategies. Please read
this form and ask any questions you may have before agreeing to be in the study.

CHANGSOON SON, a doctoral candidate in the School of Divinity at Liberty University, is conducting
this study.

Background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id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in Cambodia
so that they can educate leaders who are equipped with Christian values and establish mission strategies.
This will help each Christian school to establish its biblical identity and give aid to each school’s mission
strategy. Henceforth, it will aid each school to discharge Christian leaders who are equipped with biblical
values.

Procedures: If you agree to be in this study, I would ask you to do the following things: 1. Take

one of the surveys. 2. Complete an anonymous, 15-20 survey. 3. Put the completed survey in the storage
box.

Risks: The risks involved in this study are minimal, which means they are equal to the risks you would
encounter in everyday life.
Benefits: Participants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a direct benefit from taking part in this study.
Compensation: Participants will not be compensated fo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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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ity: The records of this study will be kept private. Research records will be stored securely, and
only the researcher will have access to the records. Data will be stored on a password locked computer
and may be used in future presentations. After three years, all electronic records will be deleted and all
paper documents will be shredded.

Voluntary Nature of the Stud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voluntary. Your decision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will not affect your current or future relations with Liberty University or Cornerstone
International School. If you decide to participate, you are free to not answer any question or withdraw at
any time prior to submitting the survey without affecting those relationships.

How to Withdraw from the Study: If you choose to withdraw from the study, please do not complete and
submit your completed survey. Your responses will not be recorded or included in the study.

Contacts and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ing this study is CHANGSOON SON. You may ask any
questions you have now. If you have questions lat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him at 82-10-49244623/csson@liberty.edu. You may also contact the researcher’s faculty chair, Yoojung Lee, at 82-10-20312985/ yjlee@liberty.edu.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this study and would like to talk to someone other than the
research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Ste.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Please notify the researcher if you would like a copy of this information for your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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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D
부록 D

설문동의서(영문)

PARENT/GUARDIAN CONSENT FORM

A Study on the Mission Strategy and Development of Christian Leaders through Cambodi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Focus on Phnom Penh El Dream International School

Chang Soon Son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ChangSoon Son, a doctoral candidate in the School of Divinity at Liberty University, is conducting this
study. Your child was selected as a possible participant because he or she is over 13 years old and is
currently an enrolled student in an international school. Please read this form and ask any questions you
may have before agreeing to allow him or her to be in the study.

Why is this study being d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id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in
Cambodia so that they can educate leaders who are equipped with Christian values and establish mission
strategies. This will help each Christian school to establish its biblical identity and give aid to each
school’s mission strategy. Henceforth, it will aid each school to discharge Christian leaders who are
equipped with biblical values.

What will my child/student be asked to do? If you agree to allow your child to be in this study, he or she
will be asked to do the following: 1. Pick up a survey document that will be placed at the entrance of El
Dream International School. 2. Complete an anonymous, 15-20 minutes survey. 3. Put the completed
survey in the box that will be place at the entrance of El Dream International School.

What are the risks and benefits of this study? Risks: The risks involved in this study are minimal, which
means they are equal to the risks your child would encounter in everyday life.

Benefits: Your child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a direct benefit from taking part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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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my child be compensated for participating?

Your child will not be compensated fo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How will my child’s personal information be protected? The records of this study will be kept private.
Research records will be stored securely, and only the researcher will have access to the records. Data
will be stored on a password locked computer and may be used in future presentations. After three years,
all electronic records will be deleted, and all paper documents will be shredded. I may share the data I
collect from your child for use in future research studies or with other researchers; if I share the data that I
collect about your child, I will remove any information that could identify him or her, if applicable, before
I share the data.

Is study participation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voluntary. Your decision whether or not to
allow your child to participate will not affect your current or future relations with Liberty University or
Cornerstone International School. If you decide to allow your child to participate, he or she is free to not
answer any question or withdraw at any time prior to returning the completed survey without affecting
those relationships.

What should I or my child do if I decide to withdraw him or her or if he or she decides to withdraw from
the study? If you choose to withdraw your child or if your child chooses to withdraw from the study, he or
she should simply not complete and submit the study materials. Whom do I contact if my child or I have
questions or problems? The researcher conducting this study is ChangSoon Son. You may ask any
questions you have now. If you have questions lat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him at 82-10-49244623 / csson@liberty.edu. You may also contact the researcher’s faculty advisor, 82-01-2031-2985/
yjlee@liberty.edu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this study and would like to talk to someone other than
the researcher, you are encouraged to contact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1971 University Blvd,
Green Hall 2845, Lynchburg, VA 24515 or email at irb@liberty.edu.

Please notify the researcher if you would like a copy of this information for your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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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er has my permission to have my child participate in completing the survey as part of his
participation in this stud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Minor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Parent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Investigator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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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
부록 E

Survey (Korean)
설문지(한글)

아래의 질문에 대해 조사원의 설명을 듣고 각각의 질문마다 가장 적합하고 여기는 해당 문항에 동그
라미(O), 또는 체크( ) 표시로 답해 주시고,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란에 귀하의 의견을 적
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항에 O나 V를 해 주세요)
(개인적인 질문)
1.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

② 여

2. 현재 기독국제학교에서의 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등과정(7~9학년) ② 고등과정(10~12학년) ③ 졸업생
3. 학생은(가정)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종교 없음)

4. 학생은 기독국제학교 외 다른 학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캄보디아 공립학교

② 기독국제학교가 처음

③ 타국제학교 경험

④ 기타

(출석하는 학교에 대한 질문)
5. 당신의 학교가 소속된 기독교 교단은 어디입니까?
① 감리교 ② 장로교 ③ 침례교 ④ 성결교 ⑤ 기타
6. 당신이 다니는(다녔던) 학교의 학생수 어떻게 됩니까?
① 100명이하 ② 100~200명 ③ 201~300명 ④ 301~400명 ⑤ 400명 이상
7. 당신이 다니는(다녔던) 학교에 대해 만족합니까?
①매우 만족한다.

②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8. 당신이 다니는(다녔던) 학교에 혹시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종교가 달라서 ② 교사의 인격 및 교수법 ③ 가르치는(기독교적) 내용 ④ 기타(

9. 자신이 다니는 기독국제학교의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준비된 기독신앙인 교사

② 좋은 학생들

③ 예배 및 특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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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

⑤ 학교의 위치 및 시설

⑥기타(

)

10. 자신이 다니고 있는(다녔던) 학교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기독교적이다.

② 몇가지 부분만 기독교적으로 보인다.

③ 일반학교와 별 차이를 모르겠다.
11.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유익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별로 유익하지 않다.
12. 학교에서 진행되는 채플(chapel) 시간이 신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큰 도움이 된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별 도움이 안 된다.

13. 학교 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면 무엇을 통해서 입니까?
① 채플시간

② 교사

③ 기독교인 친구

④ 기타

14. 기독국제학교를 입학(졸업)후 자신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② 기독교에 대한 인식 ③ 타언어에 대한 자신감 ④ 타국인 친구
⑤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감 ⑥ 기타(

)

15. 혹시 캄보디아 공립학교나 기독국제학교가 아닌 타 학교로 옮겨갈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상관없다.

② 국제학교라면 종교는 별 관계가 없다.

③옮기더라도 기독국제학교면 좋겠다.

④ 옮기고 싶지 않다.

16. 기독국제학교를 다른 친구에게 소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습니까?
① 반드시 기독국제학교에 다시 보내고 싶다.

② 국제학교라면 종교는 상관없다.

③그냥 캄보디아 국립학교에 보낸다.

④ 어떤 학교라도 상관없다.

18. 자신이 다닌 기독국제학교의 학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② 부담이 되지만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③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④ 별로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다.

⑤ 아주 싼 편이다.

(기독국제학교 운영에 관한 질문)
19. 기독국제학교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준비된 기독신앙인 교사 ② 잘 구성된 커리큘럼과 교재 ③ 학생들이 배우는 좋은 공간
④ 좋은 학생들

⑤ 기타(학교의 위치……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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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독국제학교의 교사의 자질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품 ② 언어의 구사능력 ③ 가르치는(교수) 능력 ④ 교사의 국적
⑤교사의 나이
21. 기독국제학교와 일반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긴 가르침 ② 교사의 자질과 능력 ③학교의 커리큘럼
④ 학교의 건물과 편의시설

⑤ 기타(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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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
부록 F

Survey (Korean)
설문지(한글)

아래의 질문에 대해 조사원의 설명을 듣고 각각의 질문마다 가장 적합하고 여기는 해당 문항에 동그
라미(O), 또는 체크( ) 표시로 답해 주시고,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타’란에 귀하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항에 O나 V를 해 주세요)
(개인적인 질문)
1.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

② 여

2. 당신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① 30~40세 ② 41~50세 ③ 51~60세 ④ 60세 이상
3. 현재 기독국제학교에서 자녀의 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등과정(7~9학년) ② 고등과정(10~12학년) ③ 졸업생
4. 현재 가정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종교 없음)

5. 당신의 자녀는 기독국제학교 외 다른 학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캄보디아 공립학교 ② 기독국제학교가 처음 ③ 타국제학교 경험 ④ 기타(

)

6. 현재 당신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

)

7. 당신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무학

② 초등 졸

③ 중등 졸

④ 고등 졸

⑤ 대학 이상

(출석하는 학교에 대한 질문)
8. 자녀가 다니는(다녔던) 학교의 학생수 어떻게 됩니까?
① 100명이하 ② 100~200명 ③ 201~300명 ④ 301~400명 ⑤ 400명 이상
9. 당신의 자녀가 다니는(다녔던) 학교에 대해 만족합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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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신의 자녀가 다니는(다녔던) 학교에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종교가 달라서 ② 교사의 인격 및 교수법 ③ 가르치는(기독교적) 내용 ④ 기타(

)

11. 자녀가 다니는 기독국제학교의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준비된 기독신앙인 교사

② 좋은 학생들

③ 예배 및 특별활동

④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

⑤ 학교의 위치 및 시설

⑥기타(

)

12. 자녀가 다니고 있는(다녔던) 학교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기독교적이다.

② 몇가지 부분만 기독교적으로 보인다.

③ 일반학교와 별 차이를 모르겠다.
13.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 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새롭고 매우 유익하다. ②그저 그렇다. ③ 별 도움 안 된다.
14. 학교에서 진행되는 채플(chapel)이 자녀의 인성교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큰 도움이 된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별 도움이 안 된다.

15. 기독국제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② 기독교에 대한 인식 ③ 타언어에 대한 자신감 ④ 타국인 친구
⑤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감 ⑥ 기타(

)

16. 혹시 캄보디아 공립학교나 기독국제학교가 아닌 타 학교로 옮길 생각이 있습니까?
①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상관없다.

② 국제학교라면 종교는 별 관계가 없다.

③옮기더라도 기독국제학교면 좋겠다.

④ 옮기고 싶지 않다.

17. 기독국제학교를 주위분들에게 소개할 의향의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8. 기독국제학교의 학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② 부담이 되지만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③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④ 별로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다.

⑤ 아주 싼 편이다.

(기독국제학교 운영에 관한 질문)
19. 기독국제학교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준비된 기독신앙인 교사 ② 잘 구성된 커리큘럼과 교재 ③ 학생들이 배우는 좋은 공간
④ 좋은 학생들

⑤ 기타(학교의 위치……등등)

20. 기독국제학교의 교사의 자질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품 ② 언어의 구사능력 ③ 가르치는(교수) 능력 ④ 교사의 국적
⑤ 교사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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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독국제학교와 일반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긴 가르침 ② 교사의 자질과 능력 ③학교의 커리큘럼
④ 학교의 건물과 편의시설

⑤ 기타(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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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G
부록 G
Survey Questions (For Minors)

Please refer to the explanation of the investigator and answer the questions by checking O or . If
you have other opinions, you can state your opinion in the “others” section. Thank you.

(Personal Questions)
1. What is your gender?
① Male

② Female

2. What grade group do you fit in at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① Middle School (7~9 grade) ② High School (10~12 grade)
③ Graduate
3. What religion do you believe in?
① Christianity

② Buddhism

③ Catholic

④ No religion

4. What other schools have you attended other than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① Public School in Cambodia

②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s my first school

③ Other International Schools ④ Others (

)

(Questions on the school that you are attending)
5. What denomination is your school affiliated with?
① Methodist

② Presbyterian

③ Baptist

④ Holiness ⑤ Other

6. How many students attend your school that you attend/attended?
① Less than 100

② 100~200

③ 201~300

④ 301~400

⑤ More than 400

7.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school that you are attending/attended?
① Very Satisfied.
⑤

② Relatively satisfied.

③ So-so.

④ Not satisfied.

Not satisfied at all.

8.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your school that you are attending/attended, what is the reason?
① Different religion.

② Character and teaching method of instructors

③ Contents that are taught (Christianity) ④ Oth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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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hat was the best part of attending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① Well Prepared Teachers who are Christians
③ Worship and Special Activities

② Good Students

④ Good Programs and Textbooks

⑤ Location and Facilities of the School ⑥ Others (

)

10. What do you think of the atmosphere of the school you are attending/attended?
① There is too much Christian atmosphere.
② There are partial elements that seem Christian.
③ No difference with general schools

11.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ian philosophy that is being taught through the school?
① It is new and very beneficial. ② Moderate Scale

③ Not Helpful.

12. How is chapel time at school helping you with your spiritual life?
① Very helpful. ② Moderate Scale

③ Not Helpful.

13. If your Christianity was influenced by your school life, what or who was it through?
① Chapel Time

② Teachers

③ Friend who was a Christian.

④ Others (

)

14. If there was a big change in your life after attending/graduating from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what is it?
① Values in viewing the world.
③ Confidence in other languages.
⑤ Expectation to go abroad

② Cognition of Christianity.
④ Having friends from other countries.

⑥ Others (

)

15. Do you intend to transfer to schools other than Cambodian public school or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① Doesn’t matter as long as I can learn English
② Religion doesn’t matter as long as it is an international school.
③ I would prefer to transfer to a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if I had to transfer.
④ I don’t want to transfer.

16. Would you recommend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to a friend?
① Yes ② No
17. If you had children after marriage, to what kind of school would you want to send them?
① I strongly want to send them to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② As long it is an international school, religion does not matter.
③ I would send them to public school.
④ Any school is good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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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What do think about the tuition of the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that you attended?
① It is ridiculously expensive.
③ The amount is appropriate.

② It is burdensome, but I think it is worth it.
④ Not expensive in particular.

⑤ Very cheap.

(Questions on Operating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19.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operating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① Well prepared teachers who are Christians
② Well composed curriculums and textbooks
③ Well prepared classrooms
④ Good students

⑤ Other (Location of school……etc.)

20.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as a teacher in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① Christian values and character ② A command of a language
③ Teaching ability ④ Nationality of the teacher
⑤ Age of the teacher
21. What do you think should be the most distinguishable factor between general schools and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① Teachings that involves Christian values ② Talent and ability of teachers
③Curriculum of the school ④Amenities and buildings of the school ⑤ Others (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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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H
부록 H
Survey Questions (For Minors)

Please refer to the explanation of the investigator and answer the questions by checking O or .
If you have other opinions you can state your opinion in the “others” section. Thank you.

(Personal Questions)
1. What is your gender?
① Male

② Female

2. What age group do you fit in?
① 30~39 ② 40~49 ③ 50~59 ④ More than 60 years old
3. What grade does your child or children fit in at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① Middle School (7~9 grade) ② High School (10~12 grade)
③ Graduate
4. What religion do you believe in?
① Christianity

② Buddhism

③ Catholic ④ No religion

5. Which other schools have your child or children attended to other than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① Public School in Cambodia ②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is my first school
③ Other International Schools

④ Others (

)

6. What is your current occupation?
(

)

7. What is your level of education?
① Lack of Schooling ②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
③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⑤ Graduated from College

④ Graduated from High School

181

(Questions on the school that your child or children are attending)
8. How many students attend your child or children’s school?
① Less than 100

② 100~200

③ 201~300

④ 301~400

⑤ More than 400

9.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child or children’s school?
①Very Satisfied.

② Satisfied.

③ Moderate Scale ④ Not satisfied

⑤ Not Satisfied at All
10. Why are you not satisfied with your child’s school that you are attending/attended?
① Different religion.

② Character and teaching method of instructors

③ Contents that are taught (Christianity) ④ Others (

)

11. What was the best part of having your child or children attend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① Well Prepared Teachers who are Christians

② Good Students

③ Worship and Special Activities ④ Good Programs and Textbooks
⑤ Location and Facilities of the School ⑥ Other (

)

12. What do you think of the atmosphere of the school your child or children are attending/have
attended?
① There is much Christian atmosphere.
② There are only few elements that seem Christian.
③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and public schools
13.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ian philosophy that is being taught through the school?
① It is new and very beneficial. ② So-so

③ Not so helpful.

14. How is chapel time at school helping your child or children with their spiritual life?
① Very helpful. ② So-so.

③ Not so helpful.

15. If there was a big change in your child or children’s life after attending/graduating from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what is it?
① Values in viewing the world.

② Cognition of Christianity.

③ Confidence in other languages. ④ Having friends from other countries.
⑤ Expectation to go abroad ⑥ Oth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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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Do you intend to transfer your child or children to schools other than Cambodian public school
or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① Doesn’t matter as long as I can learn English
② Religion doesn’t matter as long as it is an international school.
③ I would prefer to transfer to a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if I had to transfer.
④ I don’t want to transfer.
17. Would you recommend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to a friend?
① Yes

② No

18. What do think about the tuitio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① It is ridiculously expensive. ② It is burdensome, but I think it is worth it.
③ The amount is appropriate. ④ Not expensive in particular.

⑤ Very cheap.

(Questions on Operating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19.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operating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① Well prepared teachers who are Christians ② Well composed curriculums and textbooks
③ Well prepared classrooms ④ Good students ⑤ Other (Location of school……etc.)
20.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as a teacher in 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① Christian values and character ② A command of a language
③ Teaching ability ④ Nationality of the teacher ⑤ Age of the teacher
21. What do you think should be the most distinguishable factor between general schools and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① Teachings that involves Christian values ② Talent and ability of teachers
③ Curriculum of the school ④Amenities and buildings of the school ⑤ Others (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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