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푸헝의 간증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중국 하나님 왕국의 사명 컨퍼런스 Israel China
Kingdom Destiny Conference (마오즈와 리바이브 이스라엘 공동 후원)에서
저희는 중국 가정교회의 다섯 “대부” 중 한 명인 장푸헝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음은 그가 나눈 말씀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1 부 - 간증
1979 년에 저는 굉장히 아프게 되었습니다. 입 말고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울었고, 심지어 생일조차 저주하며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한 마을에 사는 한 기독교인 남자는 쌍둥이 딸을 빼앗겼는데 그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딸들을 찾으러 저희 마을에 왔을 때 (찾지
못했지만), 그는 저의 병에 대해 듣고 저에게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 때 저는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낫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제가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고 침대 밖으로 나왔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려고 집을
개방했습니다. 주위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200 명이 왔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희 마을 사람 60 명이 주님을 영접했고, 하룻밤 만에 가정교회
하나가 저희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성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온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자신의 “성경”을 한 달 동안 빌려주었는데, 그것도 신약성경의 일부에
불과하여 몇 권의 책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성경을 돌려주기 전에 손으로 필사했습니다.
(40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저에게 복음을 나눠준 사람의 두 딸들의 행방을
알게 되었고 그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2 부 - 가정교회
1949 년에 마오쩌둥은 모든 외국 선교사들과 사업가들에게 중국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 출신 기독교 지도자들은 투옥되었습니다. 1949 년부터
1979 년까지는 고난이 많은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기도했습니다. 1979 년에 새로이 공산당 서기장이 된 덩샤오핑은
“개방정책”을 시작하여 일부 사업 및 무역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었는데, 국가에 등록된 교회들
(“삼자교회”)과 (대부분 작은 마을들에 있는)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저희들은 등록된 교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직은 저희에게 낯설고 서구적이며, 비성경적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저희는 그저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가정교회 운동이 원래의 사도적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등록 교회들과 비등록 교회들 사이에 큰 화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8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불, 치유와 마귀에게서 놓여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마을로 다니며 저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7 년이 채 못
되어 저는 총 신자 수가 3 만 여 명 가량의 200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83 년에는 새로운 극심한 핍박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5 년 동안
고향 마을에 살 수가 없어 이따금 밤중에 몰래 부모님을 뵙고 올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진 중국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삶의 대부분이다 보니, 아직 투옥된 적이 없는 좀 연소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저는 왜 투옥되지 않나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매 맞거나 총 맞거나 교수형 당했고, 많은 이들이
여러 번 투옥되었고, 여자들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 대해 “제
남편은 투옥되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목사들
대부분은 성경도 없었고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을 둘러싼 핍박에 이어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행 8:1), 저희도 그랬습니다. 1979 년에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70 만
명이었습니다. 저희 가정교회운동은 신자가 7,000 만 명으로 커졌습니다!
100 배로 커진 것입니다.
3 부 – 다시 예루살렘으로
중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이스라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은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을 우리의 “맏형”이라고 봅니다. 원래

사도들이 뿌리였고, 거기에서 모든 가지로 뻗어 나왔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메시아닉 남은
자들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많은 중국 여행객들이 이스라엘에 오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됩니다.
1920 년대에 중국에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땅끝(중국)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되돌려” 줄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생을 받았다고 느꼈고 그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하여, 먼저
중국의 극서지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1949 년에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한 후,
중국의 국경은 굳게 닫혔습니다. 나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그들은 국경
근처 신장성에 공동체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똑 같은 비전을 받았을 때,
저희는 그 분들을 뵈러 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그
연로하신 분들께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희가 아라비아와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우시며 저희를
부둥켜안으시고 “주님, 이제 주님의 종들이 떠나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교회는 예수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랍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여러분을 부둥켜안고 있습니다. 태양이 동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부흥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