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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연구는 세속 직업에 종사하다가 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경력을 환한 학생 선교단체 간사의 경력

환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한국 학생선교회(CCC)

에 소속되어 있는 시니어간사 5명을 인터뷰하여 분석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기독선교회 시니어 간사의 경력 환 동기는 소명의식과 유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경력 환 과정에서 새

로운 환경에 한 응과 주 로 부터의 격려와 지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사의 경력 환

의 의미는 하고자 했던 일을 다시 찾게 됨과 약속지킴, 특별하고 스러운 삶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선교단체 간사의 소명실행은 소명확인의 단계가 필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교단체 간사의 소명실행은 주 지지자들이 있을 때 더욱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선교단체 간사의 경력 환경험이 갖는 의미는 소명을 따라가는 삶에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 심어 :∣ 학생 단체∣경 전 ∣ 단체 간사∣질적 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areer transformation process and experience of a

senior steward of college student mission organization who has been engaged in a secular career

and switched career as a steward of college student mission organiz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n-depth interviews of five senior steward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known that the motivation for

the career change of a senior steward of the CCC is related with the consciousness of calling.

Second, the career transformation process of a senior steward of the CCC can be seen as

experiencing adaptation to the new environment and unexpected support. Third, the meaning of

the career change of a senior steward of the CCC appeared to be re-finding one's vocational

goal, keeping the promise, and, special and glorious lif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identification of the mission is an essential step to the

mission group steward's execution of the calling. Second, the execution of the calling of the

mission group steward is very much more continuous when there are supporters. Third, the

meaning of a career transition experience by the mission group steward was realized in the life

of a faithful interpr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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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회사 으로 볼 때 학 캠퍼스는세계 선교의완수

를 해서 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복음화에 결정 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의 캠퍼스 선교단체는

1950년 들어서 IVF, CCC, JOY등 복음주의 선교단체

들이 캠퍼스에 자리를 잡았다. 여러 단체 에서 활발

한 활동을 하고 있는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한국 학생선교회)는 Bill Bright 박사가 1951년에창설

하여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

서 첫 사역을 시작하 다. 재 세계 197여 개국에

조직되어 있으며 각국의 주요 학과 지역, 계층에서

복음을 하며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 학생선교

단체이자 송단체이다. 한국CCC는 1958년 김 곤 목

사가 시작하여 60년 가까이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력해 오고 있다.

CCC가 캠퍼스 선교에기여하게된 데에는많은 도

자들의 수고가 있다. CCC에서는 이 도자들을 간사라

고 호칭한다[1]. CCC가 정의하는 간사란 인격과 역량

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운동에 헌신하는 문 인력

을 뜻한다. 간사는 신입간사훈련수료 모 사역여부

에 따라 임, 동, 문인, 행정 간사로 나뉜다. 임

간사의 특징은 신입간사훈련을 수료한 자로서, 모 사

역을 통해 사역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일제(full

time)으로 일하는 임 사역자이다.

이러한 CCC 임간사에 지원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가 있다. 학 졸업 후 바로 지원하는 경우, 학 졸업

후 1∼2년간 학생선교사로 사역을 한 뒤 지원하는 경

우, 학을 졸업한 뒤 모교에서 동간사로 사역을 하

다가 지원하는 경우,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지원하는

경우, 세속직장에서몇 개월혹은 몇 년간 일을하다가

경력을 환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경력 환은 사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이 직업이나

직종을바꾸는 것이상의 의미를지니게 되었으며 개인

이 다른역할을 수행하는 것과같이 객 으로 역할을

바꾸거나, 재 하고 있는 일에 한 주 인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과정이다[2].

경력 환과 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역할

간 환’ ‘직무 간 환’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비서직, 로 운동선수, 군인 등비교 이

른 때에 퇴직을 경험하고 특정 시기에 환이 필수인

직종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한, 자발

환인지 비자발 환인지, 경력 환의 계기, 경력 환

의 성공 요소, 경력 후 과정, 생애사와 경력 환을 연

결하는 등 심층 이고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직종에 비하여 소수의 직종만 연구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경력 환 동기에 있어 종교와 련

된 연구는미미함을알 수 있다. 특히 학생선교 단체

에서 간사의 역할과 요성에도 불구하고 재 선교단

체에서 실제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간사들의 삶, 경

력에 한 심과 연구는 제한 이고 미흡한 상태이다.

그 에서도 임간사는 생활비와 사역비를 모 으로

충당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생각해볼 때, 세속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기독교 선교단체의 간사로의 경력

환은 종교 이유라든지, 선교에 한 사명 등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본연구는 세속 직업에 종사하다가 학생 선교

단체 간사로경력을 환한 학생선교단체 시니어 간

사의 경력 환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경력 환 과정에서 어떻게 종교

깨달음을 확인하고 실행해나가는지 탐색해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경

력 환의 지속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악할수 있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Ⅱ. 적 경

1. 한 학생 (CCC)  간사

캠퍼스 선교는 학공동체 안에서 극 인 선교의

형태가 구체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교단체는 마

다 각자의다양한 부르심이 있지만결국 진리와복음에

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시기인 20 반의 학생들

에게 구체 으로 복음을 하고 변화시켜 사회와 세계

로 그리스도의 일군을 송하는데 일차 인 존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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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3].

우리나라의 캠퍼스 선교단체는 1950년 후반에야 비

로소 탄생하게 된다. 학 캠퍼스를 심으로 교

인 복음주의 학생운동은 1956년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한국기독학생회)로부터 시작을

하여 1958년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한국

학생 선교회)와 JOY(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죠이 선교회), 1960년 YFC(Youth for Christ, 십

선교회), 1961년 UBF(University Bible Fellowship,

학생성경읽기선교회), 1966년 Navigator 선교회,

1973년 YWAM(Youth With A Mission, 수 도단),

1977년에 ESF(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한국기

도 학인회)등이 설립되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캠퍼

스에서복음을 하는 이들 선교단체를 통하여 많은 청

년들이 복음을 들었고 사회와 지역교회에 향력을 끼

쳐왔다[4].

캠퍼스 사역은 CCC사역의 핵심사역이다. 재 CCC

는 국 360개 학, 2만 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국 39개 지구에서 800여명의 간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부분의 학에 CCC가 분포되어있는 것

을 의미하며, CCC가 캠퍼스 선교에 기여하고 있는 바

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CCC에는이와 같은 사역들

을 돕기 하여 재 학생리더들, 재정과 기도로 돕는

사역동역자들, 임간사, 동 간사, 문인 간사, 자원

사자들이 있는데, 임간사는 인격과 역량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캠퍼스를 심으로 잃어버린 혼들을

도, 육성, 송하는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을 일컫

는다. 임간사가 되기 해서는 CCC내부의 신입간사

훈련원(GCTC)에서 일정의 훈련 과정을 수료해야한다.

임간사는 인격과 역량을 겸비한 지도자,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모 으로

충당, CCC의 신앙고백서의 신앙을 견지하며 성경 모

범을 유지해야한다. 한 선교단체조직이 간사를 선발

할 때 무엇보다 요시하는 은 소명의식이다. 특별히

일정한 월 을 수입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모 으로

살아갈 변화를 생각해보면, 세속 직업에서 선교단체간

사로의 경력 환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결정이었음을 유

추해볼 수 있다.

2. 경 전

경력 환은 사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평

생직장의 개념이 무 지면서 직업 환, 진로 환, 직

등 포 개념으로 정의 되었으며다양한 용어로 정의

되고 있다[5]. 즉, 개인이 직업이나직종을 바꾸는 것이

상의 의미를지니게 되었으며 개인이다른 역할을 수행

하는 것과 같이 객 으로 역할을 바꾸거나, 재 하

고 있는 일에 한 주 인 상태를변화시키려는 과정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경력 환은역할 혹은 업무에서 는 업무 외 인 부

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남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경력 환을 받아들이고 응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개

인의 인지와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된다[2]. 즉 경력 환

은 개인이 직업이나 직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

이 객 으로 역할을 바꾸거나, 재 하고 있는 일에

한 주 인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경력 환과 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서

식, 로 운동선수, 군인 등 비교 이른 시기에 퇴직을

경험하는 직종을 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한 자발 환, 비자발 환, 경력 환의 계기,

경력 환 후의 상태, 생애사 에서 경력 환을 이

해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3. 명 식

소명은 통 으로 신이 사람들을 각자의 일을 통해

‘부른다’는 기독교의 종교 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6]. 종교 인 개념으로 볼 때, 소명이란 신(God)이 우

리를 무나 결정 으로 부르셨기에 신의 소환과 은혜

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 , 우리

의 모든 소유가 헌신 이고 역동 으로 신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인 것으로 이해된다[7].

소명은 개인이 지각하는 재 소명의 단계에 따라 소

명추구, 소명존재, 소명실행으로 구분 될 수 있다[8][9].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명 추구(search for calling)

는 한 사람이 특정일에 하여 소명을 찾고 있다고 느

끼는 것, 소명 존재(presence of calling)는 소명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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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 소명실행

(living a calling)은 소명을 알기 해 찾고(소명 추구),

자신의 소명을 발견(소명 존재)한 이후에, 그 소명 로

살아가는 정도를 말한다[10]. 소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소명을 실천하며 살지못할 경우개인에게 오

히려 부정 인 향을 수 있다[11]. 이는 소명 의식

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의미 있게 실행하는

것의 요함을 시사한다.

소명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명에 한 개념을 종

교 인 개념과 비종교 인 개념으로 구분하 는데,

에서 개인의 진로와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하나의 심리 인 구성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를

들어,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직업 문성은 높아지며

[12][13],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며 이직의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 한자신의 일에 한만족과 몰

입과 성과가 높게 나타나며[15-17], 조직원의 직업에

한 인식이 여러경 성과와 인 자원 리요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18].

Ⅲ. 연

본 연구는 세속 직업에 종사하다가 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경력을 환한 학생 선교단체 시니어 간사의

경력 환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기 해 질 연구방법

을 선택하 다. 질 연구란 행 자들이 모종의 사회

상에 하여 어떠한 가치와 가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험을 해석하고 있는지이해하는 방법으로써, 그 상

이 발생하는 상황 조건에 한가공이나통제를 배제

하고 가능한 가장 자연스러운 조건에서 총체 으로

근하기에 한 연구방법이다[19].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학생 선교단체 시니어 간사의 경력 환경험을 탐

색하는데 있어, 경력 환이라는 특정한 경험에 한 심

층 이해를 추구하고 간사의 삶자체에 심을 가지고

근하고자 질 연구방법이 하다고 단하 다.

1. 연 참여

연구참여자 선정기 은다음과 같다. 첫째, 간사로

환하기 세속 직업 경력 년수는 6개월 이상으로 하

다. 둘째, 경력 환 간사 에서도 시니어 간사의 경력

환을 탐구하는 목 에 따라 최소 CCC선교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간사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 다. 세

속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 했는지가 요하기보다는 경

력 환의 동기 경험을 탐구하는 데 연구의 목 이

있고, 경력 환 간사 에서도 시니어 간사의 경력 환

경험을 탐구하기 해 15년 이상 근무한간사를 연구참

여자로 선정하 다. 이에 합한 상을 선정하기 해

연구자는 첫째, 연구자 주 의 간사들에게 선정기 에

맞는 간사를추천 받았다. 둘째, CCC본부에 있는 HR부

서에 연락하여 동일하게 선정기 에 맞는 간사를 섭외

하 다. 셋째, 경력을 환한 시니어 간사에게 다른 연

구참여자를 소개 받았다. 최종 5명이 이러한 기 에

합하 으며,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 참여  특

구분 성별 연령 사회경력 간사경력

용기 남 63 6개월 35년

결심 남 47 4년 19년

정 명 남 65 8년 37년

실행 남 70 13년 33년

김믿 여 52 12년 21년

2. 료수집  

질 연구에서는 찰, 인터뷰, 문서의 세 가지 방법

으로 자료를 수집한다[19].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사

용하여연구참여자의 사고, 감정, 의도와 련된자료를

수집하 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방

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가이드를 작성하여 진행

하 다. 인터뷰 가이드는 경력 환의 동기, 경력 환의

과정, 경력 환 경험의 의미를 질문의 주제로 선정하고

세부 질문으로 구성하 다. 인터뷰는 2017년 4~5월에

실시되었으며 1명당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자발 동의하에 음성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자료를 사하여 녹취록을 작성

하 다. 자료의 분석은 Glaser와 Strauss[20]가 제안한

반복 비교분석(constant comparison)기법을 통해 원

자료로 도출된 의미덩어리 등을 반복 으로 비교하여



학생기독  시니어간사  경 전  경험 탐색 251

추상성이 높은 개념, 범주를 찾아내어 정교화하는 작업

을 실시하 다. 한 자료분석시 개인의 이름, 기타 고

유 명칭 등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연구결과의 심층기술(in-depth description) 연

구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실시하 으며, 연

구참여자들에게 다음의 4가지 사항을 확인하 다. 첫

째, 연구자가 연구수행 당시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왜곡

하지 않고 제 로 해석했는가? 둘째, 연구자의 표

기술이 정확하고 공정한가? 셋째, 분석과정에서 빠뜨리

거나 임의로 추가된 사항은 없는가? 넷째, 연구결과의

주제가 제 로 참여자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가?

한, 연구의 윤리성 확보 측면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에 한 동의와 그에 한 익명성과 비 보장 등을 설

명하 다(Clandinin, 2015). 이에 따라 인터뷰에 사용된

자료는 논문 작성 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며 그와 련

된 설명이 끝난 후 자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Ⅳ. 연 결과

표 2. 연 결과 

범주 하 범주

경 전  동기
- 심에 한 신
- 명실행  우  여김

경 전  과정에  경험
- 새 운 경에 적 하기
- 주  격  지지

경 전  경험  미
- 하고  했   다시 찾게 

과 약 지킴
- 특별하고 스러운 삶

1. 경 전  동기

1.1 심(calling)에 한 신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던 , 내 갈등을 겪

거나 혹은 간사직을 제안 받고, 간사로 부르심에 하

여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 갈등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이 지 이 로 괜찮은지에 한 고

민, 자신이 간사를 잘 할 수 있을지에 한 고민, 정말

하나님이자신을 간사로 부르신것이 맞는지에 한 고

민 등을의미한다. 정소명의경우 소 ‘잘나가는 교사’

지만, 자신이 조 씩 ‘ 심’을 잃고 변해가고 있음을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고 자기 삶의 재 모습에 해

성찰과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한다. 윤용기의 경우

는 군 제 후 교사로 복직할 시 에서 간사직에 한

제안을 받았으며, 자신을 무도 잘 알고 존경하는 선

배 간사님의도 과 권유이기에 쉽게뿌리칠 수없었다

고 한다.

정말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내가할 수있겠는가?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해야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가능한 핑계들, 도 들 앞에 고민하고 거

기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나보다 앞서 모

델을 보여주셨던 그분들의 헌신, 나랑 비슷한 고민들을

하셨을텐데... 기꺼이 헌신한 선배들, 이런 것들이 종합

으로 결단하게 돕지 않았을까 생각이드네(윤용기).

정소명은 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신이 했

던 서약이 떠올랐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시

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

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기 해 여러 번 집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 다. 그 즈음에 CCC 표

이기도 하면서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책망 같은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군은 왜 아직도 간사

를 안 하지?” 이 질문을 받고 정소명은 밤새 기도하면

서 간사의부르심을 확신하고 결정을하게 되었다고 한

다. 윤용기는 신뢰하고 존경하는 간사님으로부터 제안

을 받은 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해야할까?’ 등의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설득할 수 없었지만

성경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 없어 하는 자신에게

‘내가 도와 게’라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자

신이 정말 필요한곳은 CCC라는 단을하게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고민

을 했을 텐데 기꺼이 헌신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간사의삶을살아가기로결단하게되었다고한다.

참여자들은 간사로 부르심에 한 확신을 얻기 해

여러 번 기도를 하고 간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등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 으며, 신뢰할 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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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자신이 제 로 소명을확인한 것인지 검증 받

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참여자들이 평

소 신뢰했던 선배 는 목사의 제안을 받고 간사의 부

르심에 하여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연구참여자와 신뢰 계에 있는 타자가 참여자들

의 소명확인 소명실행에 지않은 향을 주었다는

을 말해주고 있다.

1.2 명실행  우  여김

자신에게 소명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소명실행이 진행되

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 인

에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명에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언제 내가 실행에 옮길 것인

가를 고민하게 되고 기회를 찾는다. 손실행의 경우 과

장 승진을 코앞에 두고 소명실행을 하여 사직을 했

다. 개인 으로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

지만 믿음으로 떠났던’ 성경속 사람처럼 순종하고 사직

서를 냈다고 했다. 이결심의 경우 학교 3학년 2학기

때 간사의 삶에 한 소명을 확인하 지만, 가정형편이

기울어지면서 간사지원을 3년만 미루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막상직장생활을하다 보니 3년만에나오

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더 늦어지면’ 간사지원을 할 자

신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4년차에 찾아온 해외 연수

기회를 져버리고 간사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하 다.

좋은 경험을 많이하고 로젝트를 마무리하고 4년째

고민하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큰 로젝트는 마무리했

는데 그만 안 두면회사에서 형컴퓨터를다루니까 시

스템을공부하라고일 년 미국연수를 계획을 해놨더라

고요. 거기 갔다 오면 몇 년을 묵어야돼요. 4~5년 회

사에서 다 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갖다오면

간사로 지원할 자신이 없어지겠다해서 마음을 먹고 간

사지원을 했죠(이결심).

와 같이 참여자들은 직업에서의 객 경력성공

보다 소명을 실행하는 것을 우선순 를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경 전  과정에  경험

2.1 새 운 경에 적 하기

직종 간 경력 환을 하게 된 사람들은 조직 문화, 업

무 내용, 근무 환경 등이 모두 바 게 된다. 때문에 새

로운 직장에 응하기까지 응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해 직장에서 진행하는 신입사원을 한 오리엔테이

션 는 극 으로 새로운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조직 문화 업무 내용을 배워가기도 한다. 즉 조직과

개인이 함께 노력할 때 개인은 새로운 조직에 빠르게

응한다. 이러한 에 해서 본 연구참여자들도 이야

기를 해주었는데, 은행에서 13년간 근무했던 손실행은

학 재학시 CCC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지

만 CCC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선교사의소명

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 다. 손실행은 CCC간

사로 경력을 환하 고 해외 선교사 트를 지원하

다. 손실행은 경력 환 후 필리핀에서 진행된 신입간사

훈련을 통해 CCC의 조직문화와 간사의 삶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 다. 그러나 지원한 선교사 트에 한 업

무내용은 훈련을 받지못하 기 때문에 자신이막상 선

교사로 살아갔을 때 힘들었던 기억을 해주었다.

내가 CCC참여해서 막바로 외국으로 갔으니까 필리

핀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트 이 고 집사

람도 미국사람이 트 이 고. 아! 그리고 필리핀 간

사들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좋았죠. 어도 제

로 못하고 처음 외국문화에 낯선 사람인데, 미국의 트

이 들이이미 거기오래된 선교사들이라 아주잘 사

랑으로 어해주고 그래서 좋았고(손실행).

정소명은 간사로 환 한 후 근무 환경의 변화를 경

험하 다고 한다. 교사 던 정소명은 간사로 경력 환

을 한 후 수입이 3분의 1로 어든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 다.

간사로 환하는것자체는어려움이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간사로 헌신하고 나니까, 이미 각오는 했지만, 아

내하고 부부교사를 하다가 아내도 좀 있다 그만 뒀어요.

그러자 우리 부부의 수입이 교사 여를 받을 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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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를 하니까 딱 3분의 1 이하로 어들었어요(정소명).

연구참여자들은 간사로서의 생활이 새로운 환경에

응하고 비록 여러 측면에서 도 이 많았지만, 이러한

것들을극복하지 못하면 간사로서 성공할 수없고 하나

님과 사람 앞에서인정받지 못한다는 강인한의지로 간

사로서의 삶에 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2.2 주  격  지지

한직장에서짧게는 6개월 길게는 13년을근무하다가

직종이 다른 곳으로 경력을 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물질 인

보상이나 승진 등 외 동기가 아니라 소명으로 경력을

환한다는 것은 가족과 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쉽

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기도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 과정가운데 가족과 주 의격려와 지지

를 통해 자신의 소명을 더욱 공고히 하 고 실제로 행

동에옮김에있어상당한탄력을받았던 을상기하 다.

를 들어, 손실행의 경우 은행에서 근무했던 동료

본인이 출석하고있었던 교회를 통해 후원 을 받았

다고 한다.

직장 생활 할 때 신우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같은 교

회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친구 부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선교사 후원회를 자기가추진을 한

거야(손실행).

한편 정소명은 육남매의 장남이자 두 명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동생들의 학비도 고 있

는 상황에서 다니던직장을 그만두고 간사를한다는 것

에 해 털어놓기가 어려웠지만 상외로 동생들로부

터 지지와 아내의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하 다.

한 후원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윤용기는 이들

의 도움이 간사를 지속해서 할 수 있게 한 버 목이었

다고 말하고 있다.

기에 내가 직 으로 요청한 것은 없는데, 자발

으로 내얘기를 군가를 통해들어가지고후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5명 정도. 그분들이 가끔 뭐랄까, 나

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분들의 지지가 있었

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간사를 지속해서 할 수 있었

던 요한 버 목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인정과 지지

가 큰 힘이 되었죠(윤용기).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경력 환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와 주 의 격려를통해서 지않은 힘을얻었음을

강조하 는데, 이는 소명실행의 지속요소 하나가 주

로부터의 격려와 지지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경 전  경험  미

3.1 하고  했   하게 과 약 지킴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되어 비교

안정 인 수입으로 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

을 살아오고 있었다. 직장에서 해외 연수의 기회, 승진

의 기회도 있었고,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막

한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 다. 그러나 이들은 묵묵

히 자신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찾아 이러한 기회들을

포기하 다. 이결심은 학교 3학년 때 간사직에 한

소명을 발견하고 졸업 후 4년 만에 간사를 지원하 다

고 한다. 이결심에게 있어서 경력 환경험의 의미는 자

신이 진정으로 하고자 했던 일을 다시 찾게 됨에 있다

는 을 강조하 다. 손실행은 13년간 다닌 은행에서

승진이 보장되어있었지만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과 소

명실행을 하여 승진을 포기하 다고 한다.

일도 어느 정도 해왔지만 제 깊은 마음속에 제자를

세우고 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을 억 르고 있

었던 거니까 그 길을 다시 찾게 된 것(이결심).

직장에서 곧 과장이 될 수 있는 때 이었었죠. 그런데

○○의 앙회에서 과장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요하

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니,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휴직계를 인사과에 제출하는데 이게 결재가○○

앙회회장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런 식으로 선

교 나간다하면 우리가 인사운 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

면서, 회장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야. 무 당황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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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지. 그래서 사직을 하거나 취소를 해야 하는데 하나

님께 기도하면서, 집사람이랑 상의를 하면서 아 라함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던 것

처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직을 했죠(손실

행).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다시 찾게

됨과 선교를 통해 자신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에 한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2 특별하고 스러운 삶

연구참여자들은 소명을 실행한다는 것에 해 자신

의 일과 삶에 커다란 만족을 다고 하 다. 한 간사

의 업무에 몰입하도록 이끌어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

었다는 을 강조하 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학에서

공부했던 공을 살려서 경력을 환한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한 것도아니지만 기독교 선교단체의 간사

로서의 삶을 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윤용기, 김믿

음, 정소명의 경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간

사로의 경력 환이 자신의 삶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볼

때 특별하고 스럽다고 이야기하 다.

학동기들이 30주년 홈커 데이를 해서 갔는데 거

의 다 왔더라고. 그때 벌써 교장 된 사람도 있고, 부

교사들이지. 몇몇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부러워.” 쎄, 교사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매 리즘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그 일에 한다는것에 한그런 거 는지... 교사의 길을

갔어도 나름 로 보람 있었겠죠. 내가 생각지 않은

다른 이런 길을 걸어온 것이 기 같네(윤용기).

지 도 나의 이상과 믿음과 실, 내 한쪽 속에서는

내가 정말 바른 사역자일까 간사일까 , 우리의 조직

은 지 그럼 부름에 합당한 그런 조직이고 그런 공동

체인가에 한 고민은 끊임없이 있는데, 한 가지는 특

별한 부름, 소 한 부름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

름 앞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은 굉장한 이고 특권

이다.’ 그거는 늘 있는 것 같아(김믿음).

나는 간사 한 것을 후회해본 은 없어요. 물론 조

올무가되고 약간 불편 한 은 있어요. 사람이니까. 나

름 어떻게 보면, 세상 직업으로 말하면 운이 있다. 굉

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경제 으로도 여유는 없었지만

그 게 궁핍하지 않았고밥 굶지 않았고 간사로살면서

행복했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분들을 통

해서 어떤지도자 포지션에 있었던것보다도 좋은 지도

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그

것은 참 특권이었다(정소명).

연구참여자들은 승진, 물질 보상 등 객 경력성

공을 추구하기 보다는 선교단체의 간사로서의 소명에

충실하고 행복해하고 있었다.

Ⅴ. 논   결

연구결과 학생 기독 선교회 시니어 간사의 경력

환 동기는 소명의식과 깊이 연 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참여자들은 간사로서의 부르심에 해 확신하고 소

명의 실행을 최우선순 에두어 경력을 환하 다. 즉

선교단체 간사의 소명실행은 소명확인의 단계가 필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교단체 간사들이 소명확인

을 요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간사로서 부르

신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소명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제로 하

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명에 한 확신이 있는지 없

는지의 유무는 간사모집과 선발과정에서도 첫 번째로

검토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한, 소명실행을 최우선순

에 두었을 때 경력 환이 실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은 소명의식이 물질 보상, 승진 등과 같은

외 동기 는 객 경력성공에의의지를 월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학생 기독선교회 시니어간사의 경력

환 과정은새로운 환경에 한 응과 주 로부터의 뜻

밖의 지지를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성공 인 경력 환을 해서는 경력 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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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직의 노력뿐만 아니라 본인의 각오와의지가 동

반되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응할 수있었던 이유 하나는소명실행에

해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명이 실행되려면 조직의 노력뿐만 아

니라 ‘소명을 잘 가꿔가는 본인의 노력’ 한 요한 것

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선교단체 간사의 경력 환과정에서 소명실행은

주 의 지지자들이 있을 때 힘을 얻고 지속됨을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지 까지 간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한 요인 하나는 ‘지지자들과 함께함’

이었다. 소명실행이 지속되는데 있어서 주 환경이 큰

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Murphy et al.[2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첫

직업세계에 진입한 자 는 경력 환자들에게 성공

인 경력 환 필수요소 의 하나가 가족을비롯한 주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라는 이다. 소명실행이 성공

으로 지속되기 해서는 소명을잘 가꿔가는본인의 노

력도 요하지만 그 소명이 실행되도록 응원하는 가족

는 주 지지자의존재가 요한 역할을하고 있다는

이다.

연구결과 경력 환의 의미는 하고자 했던 일을 다시

찾게 됨과 약속지킴, 특별하고 스러운 삶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소명을 따라가는 삶은 물질 보상이 경력

환 에 비하여 음에도 불구하고 간사라는 일에 보

다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론은 구체 으로 소명의식이 경력몰입[22]과직

무만족[23], 직무열의[24], 직업정체성[25]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가 캠퍼스 선교단체의 필요성에 을

두었다면본 연구는캠퍼스에서사역을 하고있는 간사

들을 상으로 연구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캠퍼스 간사로서의 경력을 희망하고 비하고 있는

비 간사들에게도 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캠퍼스 간사로활동하는 숫자가 매년감소하고 있

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경력 리와 경력개발

활동을 지원할 것인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 본 논문은 숭실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을 수

정하여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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