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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비즈니스 선교(BAM)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성경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BAM 개
념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사회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
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세워진 내용에 근거합니다. 영적인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이분
법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잘못된 이분법ㅇ은 일,사업,교회, 선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매
우 깊이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BAM은 전세계에서 모든 교회가 온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는,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의 한 부분입니다. BAM 지원자들은 한
국가에서 다른국가로 한비지니스에서 다른비지니스로 다양하게 있을것입니다.
1.BAM 은 패러다임 입니다.
신성함과 세속 사이, 영적과 육적영역 사이의 분열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리스 영리 철학에서
유래합니다. 그것은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학, 우리의 선교전략을 침투합니다.
그리스 영리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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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즉, 예수님 육신의 성경적 개념대신에 “그리스도의 피라미드”가 교회와 교인들의 잘못된 시
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인 “하나님을 온종일 섬기는” 곳에 오
르도록 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관점은 전대륙의 대부분교회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 영리사상은 영적사명을 지닌 사람들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사업
에 종사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종종 매우 대단한 소명으로 보여지고, 우리는
게다가 풀타임 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그
사람은 그 높은 사명을 향해 피라미드를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사업가들은
종종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신을 섬긴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미드
목사, 선교사
기독교단체 직원
기타 자선단체
기타 세속적직업

교회와 선교사역은 여전히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 만들어진 스스로 부과한 분열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모욕하거나 그들이 하는 일이 변화될수 없는 세속적이라
는 견해를 갖거나 그들이 선교센터나 교회를 통해 영적사역에 돈을 기부할 때만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시고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사업을 하도록 부르시고 만드셨습니다. 크리스챤 비즈니스는 인정되어지
고 도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필요와 기회를 만나도록 특별한 선물, 사명과
경험을 주셨습니다.
BAM은 예수그리스도의 몸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 언어, 행동 깊숙이 침투한 ‘그리스
도의 피라미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즈니스로 부르셨다면, 목회자의 길
로 굳이 몸을 숙이지 마십시오! 당신에겐 비즈니스가 최고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목
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목사가 당신의 최고의 소명입니다.
2. BAM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헤아릴 수 없이 창조하신 ‘최초의 기업가’ 입니다. 우리역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적이고 좋은것들을 만들어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관계안에 있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품성에

기초하였습니다. 의미있고 지지할만한 고용의 중심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사랑과 정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비즈니스를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사
랑을 받은 독실한 사람들의 많은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인이었습니다. 예
수님은 작은 가족 사업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잠언31장의 신실한 여자도 비즈니스인 이었습니
다.
실업상태는 쇠망의 결과이지만 실업상태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

하신바 창조적이고 생산하고 남을 도우는 것을 부정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올바
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나타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과 창조성을 포함한 창조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의 가
치와 고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회복 과정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은 매우 신성한 것이면서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그의 창조적
인 면에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우리 또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3. BAM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께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 그 사람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벌거벗은 사람, 갇힌 사람을 돋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영양실
조, 기근, 무주택, 질병, 의료혜택의 미비, 부채, 범죄 등 여러가지 문제의 내면에는 실업이라는 문
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런 부정적 현상들을 제거하고 방지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25장의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할 곳이 없을 때 당신은 나
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라고. 사업가들은 ‘주께 하듯이’사업을 하여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들
을 섬기라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사회와 환경적인 상황에서 인간들을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선 그당시 사람들이 많은 문제와 질문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넌 잘못된 것을 필요로 한
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픈이들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BAM은 비즈니스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적,사회적,감정적,경제적 그
리고 영적인 필요성이 다루어지고 충족되는 것입니다.
4. BAM은 역사에 근거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과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비즈니스를 했었던 많은 크리
스챤들이 있습니다. 처음 400년동안 교회는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행
전에 나오는 루디아는 좋은 말씀을 나누며 살았던 비즈니스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크로드를 통
해 사업을 했었던 네스토리안들 , 그리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모라비안 기업가들과 같은 선교
개척자들로부터 배워야할것입니다.
5. BAM은 세계의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세계에서 주요한 필요성들을 무엇일까요 ? 만일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다면, 무엇을 찾게될까요?
5가지가 상호연결되어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분의 미전도종족은 무슬림,힌두, 불교국가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10/40창이라고 불리
는 곳에 살고있으며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하거나 들었어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2) 이곳에서 최빈곤층을 찾을 수 있다.
(3) 이곳은 실업률이 30,50,70 %에 다다른다.
(4) 50%의 인구가 15-20살의 어린아이들이다.
(5) 이지역은 인신매매의 위험지역이다
세상의 극빈자들이 사는 곳은 실업률이 30-80%에 이릅니다. 이런곳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사람들은 인신매매에 약하게 되고, 취업의 희망이 없으면 매춘의 가
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사회악과 사람들의 채워지지 않는 필요와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 경제문제와 비즈니스 개발에 대한 바른 생각을 정리할 수 없다면 장기적인 해결책을 효과적으
로 전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BAM은 작은자, 소외된 자,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6.BAM은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중대한 전략입니다.
인신매매는 현대시대의 노예제도이고 이것은 불법입니다. 인신매매는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협
박, 폭력, 강요, 유괴를 하는 인신매매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해외
로 또는 자국내에서도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들은 도망갈수도 없고 일을 해야하며 임금도 압수당
합니다. 불법인신매매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 : 실업 그리고 부족한 임금, 자국내에서의 취업불투명성
해결 : 실행가능하고 유익한 비즈니스를 통한 훈련과 고용창출
소명 : 하나님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인신매매를 대항하기위하여 ‘Kingdom
business’를 위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BAM은 희생자들의 인간존엄성을 회복하고 인권을 변호하고 인신매매에 대항하기 위해 효과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7.BAM은 원심력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소명에 맞게 비즈니스사람들을 배치해야 하고 주님
의 말씀에 따라 가야합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 우리는 덜 구심적이어야 하고 더 원심적이어야
합니다.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너무 한곳에
서 몇몇 프로그램에 속하도록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구심적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욱 원심적이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감당하면서 크리스챤으로서 기도해야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소금역할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즈니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8.BAM은 개인과 사회의 총체적인 변혁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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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두가지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주주이익이 비즈니스의 주목적인 제한적인 패러다임
과,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는 포괄적 패러다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비즈니
스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중요시하고, 사회를 광범위하게 바라봅니다. BAM 패러다임은 네가지
영역의 손익계산서를 모두 포함하고, 책임감 영역에 예수그리스도의 몸을 포함합니다.
선교로서의 사업은 인간과 사회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끌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 전망, 효과와 함꼐하는 실제
적이고, 실행가능하고, 유지할 수 있고 유익한 비즈니스에 관한 것입니다.
9.선교로써 효과를 지향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시장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 비정부기구는 비
영리단체이지만 비즈니스는 수익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선교비지니스에서, 비즈니스는 진실로
부와 수익을 만들어내도록 존재합니다. 비즈니스선교는 수익을 악하고 비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습
니다. 대조적으로 수익은 좋은것이고, 정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동으로 취하여진
것이 아닌한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유익한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챤 비즈니스맨은 가족과 교회뿐만 아니라, 주주,정부,고객, 환경, 고용인들 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비즈니스가 유지해야하는데에 불가결한 수익이 만들어진다면, 그 수익을
교회가 요구해선 안됩니다. 비즈니스 경영자는 교회를 포함하지만 그 외에도 정당한 관계의 조직
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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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s /
Bank
Business

PROFIT

Church
Others

Employees
Government /
Authorities
Society /
Community

© Mats Tunehag

10. BAM은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BAM은 자금조달 전략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크리스챤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새롭거나 대
안적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나누고, 관대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돈을 자선운동에 주기위해 선생, 의사, 주부, 경영자, 농부가 된 것이 아닙
니다. 우리는 모두 달란트를 받았고 다른이들을 위해 이 달란트를 사용하고 다른이들을 도와줄
책임을 가져야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크리스챤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1.선교로써 비즈니스는 비사업과 비선교르르 묵과하지 않습니다.
BAM은 단순한 비즈니스보다 더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관점에서 도출되지 않
은 비즈니스에 대한 두가지 접근은
(1)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지않고, 외국으로 들어가기위해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제공하기위해
존재하는 가짜 비즈니스
(2) 크리스챤의 동기부여를 가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개인의 경제적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이 두가지 모두 명확하지 않은 크리스챤 비즈니스입니다.
12. BAM은 자비량과 다르지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비량의 의미는 사도바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교 영역에서 자비량이란 종종 외국에 있는 회
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동료들과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훌륭하고 타당한 개념이지만 BAM과 혼동되어서는 안됩니다ㅏ.

Complementary Emphases of
BAM & Tentmaking
BAM
1. Job makers
2. Entrepreneurs;
owners &
operators
3. Business
development
(SMEs)

4. Personal &
societal
transformation
through business

Tentmaking
1. Job takers
2. All kinds of workers &
professionals
3. Work in general
4. To witness and be a
testimony at work and
through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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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AM은 또 다른 약어와 궁극적인 결론을 가집니다.
AMDG – Ad Maiorem Dei Gloriam :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영광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