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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 and Christian Mission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facing the world in recent years is a widespread epidemic 

unprecedented in human history. Pandemics have long accompanied human history, 

threatening  church services and Christian  missions . However , the pandemic  was not 

always negative  for Christian  missions , and sometimes  gave Christianity  a chance for 

missio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andemic  has historically 

influenced  Christian  missionary  work, and to gain insight to find the direction  in which 

Christian mission should go in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re were two 

major pandemics  in the early Christian  era. At that time, Christians  of the early church 

saw the care of patients as a way to practice Christ's love even if they risked death. This 

true practice of love impressed the Romans and contributed greatly to Christian mission. 

In the era of religious reform, the reformers not only cared for patients, but also practiced 

the love of Christ by presenting the hope of eternal life after death. In the early days of 

Protestant  missionary  work in Korea, People with infectious  diseases  were cared for in 

Christian  mission  hospitals , which  changed  their  perception  of Christianity . These 

educational and medical ministries greatly contributed to the Korean Protestant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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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최근의 세계가 겪고 있는 COVID19 팬데믹(pandemic)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전염병

으로 모든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2020년 초 처음으로 중국 우환에서 시작되어 집단 감염을 

유발한 COVID19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아

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퍼져 나갔다. 2020년 여름 COVID19은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

였으나, 가을을 넘어서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2020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세계의 총 확진자는 

3800만 명을 넘어 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게 되었다. 아시아지역에서 1100

만 명이 발생하였으며 북미에서 900만 명, 남미에서 800만 명, 유럽에서 600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

에서 150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news.jkn.co.kr). 가장 피해가 큰 국가는 미국으

로 확진자가 81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22만 명에 달하였다. 2위 국가는 인도는 확진자가 730만 

명, 확진자가 11만 명에 달하였으며, 3위 국가는 브라질로 확진자가 510만 명, 사망자가 2만 3천명이 

나왔으며,  4위 국가는 러시아로 130만 명이 확진되었으며 사망자가 2만 2천 명을 넘어 섰다(http://

news.jkn.co.kr). 그 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국가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http://www.skyedaily.com). COVID19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해외입국

자를 차단하였으며, 많은 대도시들이 봉쇄조치를 시행하여 도시 간의 이동을 통제하였다. 많은 나라

들이 외출 금지 명령을 발동하였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같은 국가에서는 통행증을 발급

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2020년 11월 화이자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COVID19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

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 팬데믹은 한국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불특정 다수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으

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통제하고 있다. COVID19 방역이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음

식점의 이용이 제한되고, 학교는 물론 학원 등의 수업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

장 등의 이용도 통제되었다. COVID19으로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인터넷 강의로 수업이 진행된 

것은 한국사회가 역사적으로 처음 겪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COVID19 팬데믹은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숙제를 던져 주었다. 한국교회가 해결해

야 하는 당면한 숙제문제 중 하나는 ‘예배’ 문제였다.  COVID19 방역체계가 격상되면서 정부는 오프

라인 예배는 제한하였으며,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계는 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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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과연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논쟁할 수밖에 없었고,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기술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한 소형교회들도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또 오프라인 예배의 금지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의 재정과 성도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소형교회

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2020년 2월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COVID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통제하게 되

었다. 선교지의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선교사의 출입국은 물론 선교 물자의 왕래가 차단될 수밖에 없

었다. 많은 국가에서 일상적인 외부활동을 통제함으로 인하여 생필품까지 구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 선교사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의료시설이 열

악한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귀국

하려 해도 항공편이 끊어져 선교지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선교사들 중에는 

COVID19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2020년에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은 선교

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COVID19 팬데믹을 말세의 징조로 보고 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

은 말세에는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COVID19 팬데믹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고 있

다(황을호, 2018: 163-166). 신명기 28장 15-21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염

병을 내려서 심판할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이 꼭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

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나 욥의 질병은 죄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없다. 또한 전

염병이 임박한 말세의 징조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과거 초기기독교 시대나 중세에도 팬데

믹은 나타났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팬데믹이 오늘날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성서시대는 물론 초기 기독교시대와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교회시대에도 

팬데믹은 교회와 기독교선교를 위협하였다. AD 165년 로마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역병이 

발생하여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와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때 발생한 사망자 수

는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을호, 2018: 17-22). AD 541∼542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비잔틴 제국의 황제로 있던 때 페스트로 보이는 역병으로 인하여 비잔틴 제국과 사산제국 그리

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자가 2,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중세 말인 AD 1326∼1353년에 발생한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하여 유럽으로 전파되었는

데,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서 사망자가 약 7,500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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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정도의 숫자는 유럽인구의 30∼60%에 해당한다. 흑사병 이전의 세계 인구가 약 4억 5천

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흑사병 이후에는 약 3억 5천만 명으로 거의 1억 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4세기 흑사병은 유럽의 종교,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AD 1852∼1360

년에 발생한 콜레라는 인도 갠지스 강 유역에서 시작하여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프리

카로 확산되었다. 이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 1918∼1920년

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였는데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으며, 약 2,000∼5,000만 명이 사

망하여 치사율이 10∼2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이즈(AIDS)는 처음에는 1976년 콩고에서 

발견되었으나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약 3600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으며, 현재도 3,100∼3,500만 명

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교회의 예배와 기독교선교를 위협하여 왔던 것이다. 그

러나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기독교에 선교의 기회를 

주었다.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선교는 지속되었고, 때로는 팬데믹이 선교의 강력한 추진력으

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함

으로써 현재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선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초기 기독교시대의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초기 기독교 시대는 일반적으로 예수의 지상사역 이후부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까지

의 시기를 지칭한다(김은수, 2015b: 114).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리

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음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제국

은 신격화된 황제와 로마의 신들(gods)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였다. 로마는 국가권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예배의 방식 로마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궁극적으로 로마와 황제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였다.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로마제국과 황제의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

다(김의환, 1982: 70-72).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숭배를 거부함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

익뿐만 아니라 순교를 감수해야 하는 일도 많았다(이필찬, 2013: 60-68). AD 64년경 네로황제는 로

마 대화재가 발생한 후, 네로가 로마에 불 질렀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그리스도인들을 화재 일으킨 범

인들로 몰아 처형하였다. AD 95년경 도미타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도록 강요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김은수, 2015a: 40-41).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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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였고, 기독

교 변증가 저스틴이 순교하였다. 세베루스 황제도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카르타고의 파

피튜아와 알렉산드리아의 에레오니데스가 순교하였다. 데시우스 황제 때에도 로마 감독 코르넬리우

스와 예루살렘 감독 알렉산더가 순교하였으며, 로마제국의 모든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참

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였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자행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리

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종파로 간주하여 회당에서 추방하였다(김은수, 2015a: 60-61). 초기 그리스

도인들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 어떤 이들은 지하무덤(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

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이 일어났다. 또한 기독교를 배교하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초기 기독교는 어느 면으로 보나 

생존자체가 어려웠던 환경이었다. 이렇게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급속히 확장

되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초기 기독교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었다. AD 1세기

경에 소수에 불과하던 기독교인들은 AD 3세기말 750만 명에 이른다(손현선, 2017: 17-33). 이는 로마

제국의 인구를 6000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10%가 넘는 복음화 율을 보여 준다. 초기 기독교는 박해

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한 요인이 팬데믹과 관

련이 되어 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팬데믹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었다. 당시 팬데믹의 유행은 크게 두 차례 있

었는데, AD 165년부터 약 15년 동안 지속되었고, AD 249부터 약 13년간 지속되었다(이상규, 2020:  

119). AD 165년에 로마에서 큰 팬데믹이 발생하였는데, 이 팬데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후, 감염된 원정군에 의하여 로마로 번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팬데믹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

었고, 약 15년 이상 지속되면서 팬데믹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도 재발하여 로마제국의 인구 중 

25∼35%가 사망하였다고 알려졌다. 당시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재위하였는데, 황제의 정

식명칭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이었기 때문에 팬데믹의 명칭이 ‘안토니

우스 역병’이라 불린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AD 180년경 게르만 정벌 중에 이 역병으로 사망한다. 

이 당시의 팬데믹은 페스트, 홍역, 천연두 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장항석, 2018: 163-166). 황실의

사였던 갈레노스의 기록을 보면 인후염, 발열, 설사, 발진과 농포와 페농양 등의 증상이 나타났던 것

으로 알려져 있다. AD 249년 무렵부터 또 한 번의 큰 팬데믹이 로마를 덮쳤다. 이 시기의 팬데믹은 에

티오피아에서 처음 발생하여 이집트를 거쳐 로마로 퍼졌고, 이후 전 유럽으로 퍼졌다(장항석, 2018: 

163-166). 이 시기에 로마는 이민족의 침범으로 로마의 국경지역마다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다. 전

쟁은 이민족과의 접촉을 증가시켰고, 팬데믹이 신속하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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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팬데믹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교였던 키

프리아누스가 팬데믹에 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불린다. 키프리아누스의 

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눈의 충열과 실명, 인후염, 구토와 설사, 다리 조직괴사 등의 증상을 나타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내 쫓았고, 사랑하는 친구라도 외면했으며, 로마의 이교

사제들과 고위층은 도시로부터 도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심지어 황실의 의사였던 갈레노스마저도 로

마의 병자들을 버리고 떠났다(장항석, 2018: 163-166). 질병에 걸린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버려졌고, 

자녀가 질병에 걸리면 부모들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길거리에 버려

지는 일이 허다하였다. 죽은 자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거리마다 전염병으로 죽

은 시체들이 즐비하였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염병만 모면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조심하

고 예방하여도 전염병을 피할 수 없었다(이상규, 2020: 122; 엄성욱, 2008: 398).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음식을 먹이고 

소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다.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았고 그들에게 필요

한 생필품을 공급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전염병으로 죽은 환자들도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렀다. 때로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적인 삶

을 살았다(엄성욱, 2008: 396-398).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 감염이 되어서 죽

음을 맞이하였다. 그 중에는 교회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있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환

자를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엄성욱, 2008: 

398). 그들은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공동체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 하였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를 도왔다.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여 졌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

는 일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라노이(παραβολᾶνοι)’, 즉 ‘위험을 무릅쓰

는 자 들’이라 불렀다(이상규, 2020: 123). 이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희생적 사랑을 실천한 공동체였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

며,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부에서는 사랑과 봉사로 신앙의 확신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

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은 기독교 선교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김은수, 2015a: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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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교개혁시대의 팬데믹과 선교

중세부터 발생해온 팬데믹은 종교개혁시대까지 이어졌다. 종교개혁시대에는 1511년부터 1570년

까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대유행을 하였다. 이 시기의 팬데믹은 주로 흑사병(페스트)으로 

알려져 있다(주도홍, 2020: 126-140). 흑사병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었다.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동생과 자녀를 흑사병으로 잃었고(봉원영, 2020: 55), 쯔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는 흑사병에 감염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조용석, 2020, 141). 볼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들을 잃었다(박상봉, 2020: 169). 칼뱅(Jean 

Calvin; 1509-1564)에게도 그가 살고 목회했던 도시에 팬데믹이 평생을 따라다녔다(안명준, 2020: 

151). 유럽의 도시에 흑사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환자들을 버리고 도피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은 이러한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루터가 활동하던 종교개혁시대에는 기근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 오는 공포가 항상 루터 주

위를 맴돌았다. 루터가 법학공부를 포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1507년 사제 서품

을 받을 당시에도 흑사병은 독일을 위협하였다(박규환, 2008: 48; 이상웅, 2017: 59-63). 루터가 독일

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재직하던 1513년경에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

에서 흑사병으로 약 1,800명이 사망하였으며, 다른 도시들에서도 흑사병이 유행하였다. 당시 흑사병

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갔고, 사람들의 편지 속에는 흑사병으

로 인한 죽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은 고해성사마저 할 기회가 주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다(주도홍, 2020: 127). 황제

였던 막스밀리안 1세 조차도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을 준비했다고 한다. 

1520년 독일의 황태자 칼 5세(Karl V)도 흑사병 때문에 자신 거주하던 아헨을 떠나 피난 갔다고 전

해지고 있다. 흑사병은 1527년 루터가 사역하고 있던 비텐베르크(Wittenberg)에도 급속히 퍼지기 시

작하였다.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으로 작센의 선제후인 요한은 모든 사람이 독일의 예나

(Jena)로 피신할 것을 명령하였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생들은 예나로 피신하였고, 비텐베르크를 빠

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텐베르크를 빠져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이 목회하던 독

일의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르고, 영혼의 위로자로서 역할을 다하였

다. 루터도 흑사병이 두려웠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라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죽음을 무

릅쓰고서 환자를 돌보았다. 루터는 가족과 함께 흑사병으로 버려져 죽어가는 환자를 본인의 집에 데

려와 돌보기도 하였다. 목숨을 내어 놓는 순교적 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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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브레스라우(Breslau) 목회자였던 헤쓰 박사는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어 ‘팬데믹 상황에서 목

회자들이 자신이 돌보는 교구를 떠나 피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적 있다. 당시 영주들은 전

염병이 도시에 퍼지면 대피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구를 떠나 대피하는 문

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구에 남겨진 성도들은 성직자가 없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할 것이고, 사망한 사람들의 장

례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루터는 마태복음 25장 42-43절의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를 언급하면서 이웃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외

면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함께 이웃을 짐을 나누어지어야 하며, 이웃 곁에 있으면

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설명하였다(봉원영, 2020: 

57; 주도홍, 2020; 127). 그러나 이웃이 도움을 거절하거나, 이웃에게 도움을 줄 손길이 넉넉하다면 죽

음을 피하여 대피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말씀(창12:12; 창 26:7; 창 27:43; 출 2:15; 

삼상 19;10; 왕상 19:3)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루터는 전염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인식하기

는 했지만, 전염병 걸린 이웃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데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 이웃을 돕다가 돕는 사람 자신도 감염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데, 과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돕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전염병

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위생, 전염의 차단, 소독, 정화 같은 방역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

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전염병이 무서워 너무 쉽게 환자를 버리는 것이나 방역조치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모두를 경계하였다(봉원영, 2020: 55-62; 황을호, 2020: 49).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돌보다 전염병에 감염이 된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

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에 따라 신앙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루터는 이 말

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과 함께 흑사병 환자를 본인의 집에 입원시켜 돌보았다.  

칼뱅의 생애 가운데에도 평생 흑사병이 따라 다녔다. 그는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하던 시기인 1509

년 7월 10일 프랑스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잔 르프랑(Jeanne Le Franc)은 그가 6살 되

던 해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다(양낙홍, 2006: 207-209; 안명준, 2020: 153). 그가 14세 되던 1523년 노

용에 흑사병이 퍼져 그의 아버지 제라르 코뱅(Gérard Cauvin)은 칼뱅의 안전을 위하여 파리 마르슈 

학교로 유학을 보냈다(기독교교육연구원, 2017: 56). 칼뱅이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사역할 

당시에 흑사병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1538년 칼뱅과 친한 사람들이 죽는 슬픔을 맛보게 된

다. 칼뱅은 다른 사람들이 병들어 죽을 때에도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며 회개하였다. 칼뱅은 전염병을 

심판과 연단이란 이중적 관점으로 이해했다. 즉 전염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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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연단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연단 중

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천사들을 보내어 돌보시고 극복하게 하신다고 이해했다. 

칼뱅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

오라고 권면하였다. 또 전염병으로 고통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하여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의 책무라고 가르쳤다.   

칼뱅이 목회하던 스위스 제네바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는 도피하지 않고 병원 사역과 교육사역

을 통하여 제네바 시민들을 섬겼다. 칼뱅도 흑사병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지만 제네바에서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소명을 다했다. 제네바 시와 협력하여 구빈원을 

설치하여 의료사역을 하였고, 프랑스에서 구호기금을 유치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사역을 위해 노력하

였다. 구빈원은 병자들의 치유센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 그리고 노인들과 집 없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병자들을 돌 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함으

로써, 제네바가 체계적으로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치료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영생의 소망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환자들의 선교에 힘썼다.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로서 취리히의 그로스뭔스터(Grossmünster) 교회에서 사역하였

다. 쯔빙글리가 취리히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흑사병이 발생하여 도시의 인구 4분의 1이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1519년 그가 과로로 건강이 안 좋아져 취리히에서 180 km 떨어진 페퍼(Pfäfers) 온천에

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취리히에 흑사병이 발생하여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

이 이 소식을 듣고 취리히를 떠났지만, 쯔빙글리는 오히려 취리히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보고, 죽은 사

람들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 그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헌신적 목회로 말미암아 결국 그도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강경림, 1998: 78-79; 황을호, 2020: 48; 조용석, 2020: 141-148). 

이 때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흑사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 사

건을 계기로 쯔빙글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체험 전에 그는 그리스 철학과 에라스무스

의 성경인문주의에 관한 저서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진리를 알아

가고자 추구했었다. 그러나 성령체험 이후에 성경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

지하게 되었다. 참된 신학의 의미는 진정한 영의 양식인 성경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참된 영의 양

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참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라 말하였다(조용석, 2020: 141-146). 그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의 

예전으로 베푸는 성찬식보다, 성령을 통하여 참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적 성찬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쯔빙글리는 처절한 흑사병과의 투쟁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

게 된다.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고, 내면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채울 때, 뼈 속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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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조용석, 2020: 141-149). 성령체험으로 흑사병을 치

료받았을 때 그는 종교개혁자로서 살아 갈 것을 결심하게 된다. 그는 이것을 ‘섭리신앙’이라고 표현

하였는데, ‘섭리신앙’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

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조용석, 2020: 141-146). 흑사병의 

죽음을 극복한 후 병상에서 일어난 쯔빙글리가 작곡한 ‘흑사병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스도여, 저를 위해 일어나소서; 당신은 죽음을 승리하셨나이다! 제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저를 찔러 

상처를 입히는 화살을 빼어 내임이 당신의 뜻일진대! 속히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 저를 불러가심이 당신

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따르리이다. ... 온전하든 부서지든, 이 땅에서 당신께서 저의 영혼을 취하시든, 당신

의 행위는 선하시오며, 다른 그 무엇도 거룩하고 빛나는 당신의 삶을 더럽히지 못 할 것입니다(강경림, 1998: 

79-80). 

‘흑사병의 노래’는 오늘날까지 스위스와 독일 교회의 찬송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볼링거가 취리히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흑사병이 발생하였다. 그는 흑사병으로 고통스럽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며, 그의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들을 잃었다

(박상봉, 2020: 165-178).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신앙적으로 반응하였다. 기도를 통하

여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고, 환자들의 심방을 통해 격려하였으며,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교

를 통하여 환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였다. 그는 흑사

병으로 취리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을 위해 죽음에 대한 신학적 답변서인 ‘병자들의 보고서’를 저술하였다. ‘병자들의 보고서’에는 하나

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기

술하고 있다(박상봉, 2020: 176-178). 그는 이 저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저주가 아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복된 죽음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볼링거의 글은 전염병의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소망으로 고난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메

시지를 주어 선교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은 종교개혁시대의 개신교 선교에 크

게 기여하여서, 흑사병이 끝났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한다(박상봉, 2020: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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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 초기 개신교시대 선교와 팬데믹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는 1884년 선교사 알렌(Horace Newton Allen)이 미국 공사관 의사로 한국

에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김인수, 2002: 129-134; 정현규, 2012: 235). 조선 말기에 시작된 초기 기독

교 선교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인들은 서구 선교사들의 이질적인 외모 

때문에 양이라 부르며 배척하였으며,  서구 기독교 문화가 조선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생각

하여 복음을 거절하였다. 초기 기독교 선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주도로 조선 선교가 이루어지

는데 조선 선교의 특징은 의료와 교육선교에 있었다.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선교 거점 지역에 미

션 스테이션(mission station)을 만들었고, 그 곳에서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을 건립하여 유기적으

로 사역하였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질병을 귀신이 가져다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은 마을 어귀

에 귀신을 모신 집인 ‘서낭당’에 가서 병 낫기를 기도드렸으며, 그 나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김동열, 2003: 323; 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49; 문무홍외, 2008: 256-260; 정

현규, 2012: 235). 조선 사람들에게 무당은 제사장이며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직업 중 하나였다. 의학이 

발전한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구한말의 조선인들은 너무나도 원시적이었으며, 심지어 야

만적으로까지 보였다. 천연두는 조선에서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종두법이 소개되기 전 조선은 천연두

에 안 걸린 사람이 없었고, 가족 중에서 천연두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1903년 초 천연두가 유

행하여 수 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왕실마저도 전염병이 돌았다. 가난한 서민들은 천연두에 걸

린 아이들을 서대문 밖에 버렸고, 아직 죽지 않은 아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마을 외곽의 나무

에 묶어두어서 가족에게 다가와 병을 옮기지 못하게 하여 죽기만을 기다리기도 하였다(정성화·로버

트 네프, 2008: 248-251). 당시 조선인들은 천연두의 원인을 남방 어딘가에 사는 ‘마마 귀신’이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마마 귀신’이 집집마다 빠르게 돌아다니며 병을 전파함으로 천연두를 ‘손님’ 또

는 ‘손님마마’라고도 불렀다. ‘손님’을 달래어 내보내기 위하여 무당을 불러서 ‘손님굿’을 하였다. 무당

은 귀신을 달내기 위하여 북과 꽹과리를 치고 거리를 누볐고, 환자의 가족들은 돈과 음식을 귀신에게 

바쳤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남으면 아이들 얼굴의 마마딱지를 떼어서 절에 가서 불태우며 아이를 

살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가시를 지붕에 올려놓아 ‘손님’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부적으로 사용하였다

(문무홍외, 2008: 210-213; 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48-251). 

당시 캐나다의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애비슨(Oliver R. Avison)은 서울에 전염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설치하였다. 길가에 버려져서 여름에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은 병

원에 입원시키고, 따듯하게 보살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었다. 더불어 애비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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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두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를 피해 갈 수 있게 하였다. 의료선교사들과 조

선 기독교인들의 환자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은 조선인들과 정부에 큰 감동을 주었다. 당시 고종황제

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선교사들에게 감사와 호의를 베풀었고, 이러한 황제의 호의는 선교

사들이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김인수, 2002: 145-146).

조선에 유행하던 전염병은 천연두 외에도 콜레라가 있었다. 콜레라는 천연두보다 전염성과 치사율

이 더 높았다. 1886년 조선에 최악의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의 기록에 의하면 콜레라로 인하여 그해 7월에 10일간 3000여명이 사망하였고, 콜레라가 절정에 달

하였을 때에는 하루에 460명이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886년 서울의 사대문 안에 15만 명

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사망자가 6천 – 1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60-264). 1897년에도 조선에 크게 콜레라가 발생하였다. 병은 무시무시하게 퍼지기 시작하여 

아침까지 멀쩡하든 사람이 저녁에 송장이 되어 나가는 일이 허다하였으며, 한 집안 식구가 같은 날 죽

기도 하였다(김철, 2010: 173-177). 구한말 조선인들은 이 무서운 질병에 대하여 무기력할 수밖에 없

었다. 이웃이 병에 걸리면 전염이 무서워 돌보지 못하였고, 죽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면 성문밖에 버려서 성벽 아래서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이 많았다. 죽은 사람들의 시

신이 마치 개나 고양이의 시신처럼 방치되어 냇물이나 강에 떠다니는 허다했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60-264).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가 사악한 쥐의 악령이 일으킨다고 믿었다. 콜레라 환자가 느

끼는 경련은 쥐의 악령이 다리 안쪽을 깨물며 올라와 피부를 거쳐 가슴까지 올라와 심장을 갉아 먹는

다고 생각했다. 콜레라를 치료하기 위하여 고양이 가죽으로 환자의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문지르기도 

하고, 집 대문 앞에 고양이 문양의 부적을 걸어 놓으면 콜레라를 일으키는 쥐의 악령이 들어오지 못한

다고 믿었고,  쥐의 악령을 달래기 위해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다. 무당들은 쥐들을 놀래어서 도망치게 

할 목적으로 바가지를 긁어 고양이 소리와 비슷하게 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은 

금줄을 치고, 금줄에 고양이 부적을 쭉 부쳤다. 고양이가 쥐의 악령을 쫓아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다

고 믿었기에 고양이를 기르는 집도 많았다. 실제로 이들 고양이는 전염병을 전파하는 쥐를 쫓아서 전

염병 예방에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였다(정성화·로버트 네프, 2008: 264; 김철, 2010: 176-177).

당시 의료선교사였던 알렌은 조선이 콜레라에 취약한 것은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지저분한 하수

구의 오물 등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끓여 

먹고,  채소와 과일은 소금물로 씻어 먹을 것을 권장하여 콜레라를 예방하려고 노력하였다(정성화·로

버트 네프, 2008: 256-258). 의료선교사였던 애비슨과 웰즈(James Hunter Wells)를 비롯한 의료선교

사들이 콜레라 환자 수 천 명을 치료함으로 조선인들과 정부에 큰 신뢰를 얻었다. 애비슨은 조선 정부

의 도움을 받아 경찰 지휘권까지 위임받아서 전염병 퇴치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전염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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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무지하였던 조선인들을 계몽하기 위하여 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였

다. 그의 사역은 조선인들과 정부에 큰 감동을 주었고 선교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김철, 2010: 173).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는 한양성 안의 곳곳에 설치된 검역

소의 책임자로 봉사하면서 응급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는 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자들을 돌보는 일

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였다. 지원자들은 교육을 시켜서 조수와 간호사

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다. 지원자 중에는 선비나 양반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육체노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봉사를 하기로 결정하자 기꺼이 훈련을 받

아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다.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

였다. 검역관, 조수, 간호사 모두가 조선국기 위에 적십자가 그려진 배지를 달았는데, 가슴에 십자가

를 단 의료진들이 조선 땅 어디에서나 일하는 셈이었다. 진료가 끝나고 저녁마다 진료소의 마당에서 

예배들 드렸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진료소에 울려 퍼져서 의식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었다. 

선교사의 사역을 신뢰하게 된 조선 정부도 선교사들의 사역에 협조하여 임시 응급병원을 세우고, 위

생법을 실시하며,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였다(김철, 2010: 173-178). 선교사들과 조선의 

기독교인들의 노력은 효과적으로 전염병 퇴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인수, 2002: 146).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죽지 않고 치료되어 살아서 걸어 나가는 것은 조선인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선교사들을 보면서, “이 

외국인들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 사람들이 남에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

라도 할 수가 있을 까?” 라며 말하곤 하였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거리를 걸어갈 때면, “저기 그리스도

의 사람이 가는구나, 저 분은 한시도 쉬지 않고 병자들과 함께 밤낮을 일하고 있네. 무엇 때문에 그러

지?”하고 한 사람이 물어 보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라고 다른 사람이 대답하곤 하였다는 이

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김철, 2010: 181). 1894년 청일전쟁이후 평양에도 전염병이 창궐하였다(차경

애, 2008: 85-91; 김인수, 2002: 145-146). 당시 평양은 콜레라와 이질 등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

이 죽었다고 보고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과 우마(牛馬)들이 죽어 시체로 방치되었고, 불결

한 상하수도와 화장실 등으로 인한 오염된 물과 음식 그리고 해충들로 인하여 전염병은 급속도로 퍼

져서 평안도 지역만 6만 명이 사망하였고, 조선 전역에 30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 때 

의료선교사였던 홀(William James Hall)과 복음전도자 마펫(Samuel Austin Moffett)과 리(Graham 

Lee) 등이 병들어 죽어 가는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한다. 특히 홀 박사는 성자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다 

시피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당시 전염병 환자를 돌보았던 의료사역은 절망에 빠져 

있는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었고,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였다고 언더우드는 증언

하고 있다(Underwood, 1908: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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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을 괴롭혔던 전염병 중에 하나는 한센병이었다(최병택, 2010: 228-234; 김원경, 2012: 165, 

203). 한센병은 조선인에게는 천형 같은 전염병이었다. 조선인들은 한센병을 부정한 질병, 즉 ‘죄악’

의 대가로 이해했다. 환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쫓겨나서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였다. 심지어는 한센병 환자의 가족까지 내쫓거나 불태워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1909년 미국 남장로회는 광주에 광주 나병원을 설립하였고, 광주 나병원은 1926

년 여수의 신풍반도로 이전한다. 이는 1953년 ‘애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부산의 ‘상애원’은 한

센병 한자를 돌보기 위하여 미국의 북장로회에 의하여 1909년 설립되었고 이후에는 호주장로회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대구에는 ‘대구 나병원’이 1913년 미국의 북장로회에 의하여 세워져 한센병 환자

들을 돌보았다. 가족들에게 버려진 한센병 환자들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게 된

다.     

서양의 선교사들은 교육시설을 세워 조선에 근대교육을 시작하였다. 메리 스크랜튼 (Mary 

Fletcher Benton Scranton) 선교사는 이화학당을 열어 여성교육사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의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교육생을 모으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생, 첩, 버려진 아이들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이 주로 교육생으로 받아 들였다. 그 중에는 천연두에 감염되어 

가족들에게 버려진 아이를 선교사들이 치료하여 교육생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 선교사들이 운

영하는 병원에서 많은 전염병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서양의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이재근, 

2020: 197; 김동열, 2003: 323-498). 그 후 서구선교사들이 소개한 서양의술은 19세기 한국에서 의학

혁명을 가져왔고 한국 근대의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교육사역과 의료사

역은 한국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V. 21세기 COVID19와 선교 

  20세기 이후에도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반복되었다. 1918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 이

상의 사망자를 내었다. 1968년과 1957년에는 홍콩독감과 아시아 독감이 유행하여 각각 100만 명 이

상의 사망자를 내었다. 2015년에는 MERS,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02-2005년에는 조류독감과 

SARS가 유행하였다. 그럼에도 2020년 COVID19가 과거의 어떤 독감보다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

는 것은, 그 동안 인류가 현대 첨단 의학의 발전을 이루어 내면서 독감을 비롯한 감염성 질환은 인류

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했으며, 현대에는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나 난치병의 극복을 

중요 과제로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학자들은 세계가 COVID19 이전의 시대와 COVID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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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로 나뉘는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COVID19는 국가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흔들었고, 

교회에도 큰 어려움을 주었다. 2020년 2월 COVID19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

작하였다. 국가가 주도하는 COVID19 방역과 의료체계는 힘없이 무너지는 듯 보였다. 이런 시점에 

COVID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섰던 곳이 바로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이었다. 동산의료원은 미

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의료선교사 우드브리지 존슨(Woodbridge O. Johnson, 1869-1951년, 한국

명; 장인차) 1899년 세운 대구 ‘제중원’에서 출발하였다(기창덕, 1993: 142-143). 존슨 선교사는 대구 

약전골목의 작은 초가집에 ‘미국약방’을 열어 약을 나누어 주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료를 하

면서 ‘제중원’이란 족자를 걸고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근대식 의술을 펼쳤으며 의료이외에도 교

육, 사회, 경제, 문화에 걸쳐서 근대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http://www.dsmc.or.kr). 그 후 

제중원은 1903년 현재의 동산의료원 자리가 있는 동산동으로 이전하였다. 제중원은 한센병 환자의 

구제사업, 천연두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전염병 퇴치사업에 힘썼고(이정은, 2006: 200-207; 홍창락, 

2019: 34-35).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근대 의학교육을 담당했던 병원이다(기창덕, 1993: 142). 동

산의료원이 된 이후에도 대구 경북지역의 결핵과 콜레라 등 전염병 퇴치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

런 제중원과 동산의료원의 노력은 대구경북지역의 선교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이정은, 

2006: 208-209). 2020년 2월 20일 동산의료원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이 되어 달라는 대구시의 

요청을 받고, 서영성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고민에 빠졌었다(http://news.kmib.co.kr: 2020.5.15). 

그러나 존슨 선교사가 세운 제중원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코로

나19 지역거점병원’을 수락하고 22일부터 COVID19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동산의료

원의 COVID19와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COVID19 환자가 대구 경북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

어났기 때문에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시스템은 붕괴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의료진과 의료장비, 그리

고 의료용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누가회’는 전국의 누가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였다

(http://www.kcmf.org: 2020.3.23). 이후 많은 누가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대구의 동산의료원

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진료와 물질적 후원에 참여하였다. ‘글로벨케어’도 동산의료원에 부족한 의장

비와 의료인을 파견하였으며(http://www.kcmf.org: 2020.4.27), 중증환자 진료로 식사시간도 없는 

의료진에게 간식과 생필품 등을 공급하고, 생필품 구호키트를 만들어 고통 받고 있는 어려움 당한 이

웃을 도왔다. 또한 글로벌캐어는 ‘STAND TOGETHER’ 캠페인을 통하여 COVID19로 고통 받고 있

는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마리안들’은 ‘대구 이웃을 위한 사마리안들’ 프로젝트를 진행

하여 ‘마스크 십일조 챌린지’를 진행하여 대구 이웃들에게 부족한 마스크를 후원하고, 대구의 소상공

인들에게 도시락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독거노인과 보호시설에 있는 노숙인들을 후원하였다(http://

news.cgntv.net). 또 전국의 지역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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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였으며, 전국의 지역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도 후원에 동참하였다. ‘아프리카미래

재단’도 의료시설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COVID19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https://africaff.modoo.at).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COVID19, 특히 대한민국이 경험한 COVID19에 대해서 기독교인

들이 긍정적으로 행동했다고만은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COVID19의 첫 번째 유행은 기독교 이

단 신천지의 집회에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COVID19의 두 번째 유행은 보수 기독교 단체를 중심

으로 한 집회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COVID19의 세 번째 유행당시에는 BTJ 열방센터

와 IM선교회 등 개신교 선교단체에서 COVID19이 많이 확산된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s://imnews.

imbc.com). 심각했던 것은 이들 개신교 단체들에 연관된 사람들 중에서 COVID19 검사를 거부하

는 사례도 많이 생겼다. 검사거부 이유는 기독교계 내부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또는 종교

적 음모론에 기인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한국교회연합(CCIK)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대면

예배를 제한하고,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발하였고(http://www.kidokin.kr), 

대면예배의 제한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하였다(http://news.kmib.co.kr: 

2021.1.13.).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기독교 단체들과 연관된 보도들은 한국 개신교

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다(https://www.yna.co.kr).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의 하락은 기독교 선

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비롯한 

진보 기독교 단체들은 한국교회가 이웃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준 점에 대하여 국민들에

게 사과하고 반성하였다(http://www.hani.co.kr). 또한 한국 기독교계에 “이웃 생명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신앙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를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어

려움을 감수하는 모범을 보여 달라”고 반성을 촉구하였다.

VI. 나가는 글 

  COVID19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선교는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선교역사를 살

펴보면 유행했던 팬데믹들이 교회 공동체와 선교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어려

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은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확신과 결속력을 갖게 한다. 초기 그리

스도인들은 팬데믹이 창궐하였을 때, 생명을 걸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다. 이러한 이웃사랑은 그리

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교회와 상관없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바쳐진 사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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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로 그러한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환자를 돌보던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에 감염되어 순교

에 이르게 되었다. ‘순교’는 라틴어로 ‘martyrium’인데 헬라어 ‘마루투리온(μαρτυριον)’에서 유래하

였다. 마루투쿠리온의 원래 뜻은 ‘증인’이란 의미인데, 따라서 ‘순교’와 ‘증인’은 그 어원이 같다(김은

수, 2015: 40). 그러므로 죽기까지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언’

이며 확실한 선교가 되는 것으로, ‘순교’는 ‘복음’ 대한 궁극적 ‘증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팬데믹의 

어려움은 오히려 선교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흡입력으로서의 내적 요인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

다. 이제까지 COVID19 극복을 위하여 바쳤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 들의 헌신이 

비록 현재는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차세대의 선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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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기독교선교

Pandemic and Christian Mission

논문초록

최근의 세계가 겪고 있는 COVID19 팬데믹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전염병이다. 

COVID19 팬데믹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의 예배와 기독교선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팬데믹이 오늘날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교회의 예배와 기독교 선교를 위협하여 왔다. 그러나 팬데믹이 기

독교선교에 있어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기독교에 선교의 기회를 주었다. 본 연구

는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기독교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선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팬데믹은 크게 두 차례 있었다. 당시 로마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내 쫓았고, 부모와 자

녀마저 버리고 도피하기 급급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환자를 돌보는 일을 그

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

고 기독교 선교에 큰 기여를 하였다. 종교개혁시대에는 1511년부터 1570까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반

복되며 대유행을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영생의 소망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

은 그 당시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개신교선교 초기에도 팬데믹이 유행하였고, 질병

에 걸린 사람들은 버려졌다. 전염병 환자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선교사들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버려진 아이를 치료하여 기독교 학

교의 교육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은 한국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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