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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을 쓴 예멘 출신의 "마우니아(Mounia)"는 르완다 동급생의 초대와 남편의 허락 덕분에
우리 국제교회에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아랍어나 예멘 비
자도 없이, 사나(Sana'a)까지 가는 대신 2m를 걸어 그를 맞이했습니다. 0.03 %의 복음주
의자가 있는 나라에서 그녀는 복음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i

탄자니아에서 온 “라자로(Lazaro)”는 굳은 다짐과 함께 말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삶을 채우고 싶어요.” 그는 우리 기독교 모임의 주요 일원으로, 아
프리카인들을 향한 차별에도 불구, 아내와 어린 두 딸과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무장하여 집으로 돌아가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를 굳건
히 만들 수 있을까요?

이들은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 몇몇으로, 세계 각지에서 환경적 제약과 
복음의 기회, 문화적 다양성이 만나는 이곳, 중국으로 오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늘 성장하고, 꿈이 가득한 미래의 유력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들 중에는 미래
의 수상과 최고경영자, 정치인과 지도자들도 있겠지요.

세계의 교회는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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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수의 증가

중국이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종착지라는 사
실을 누가 알았을까요?ii 2016년 중국 내 유학생 수는 442,733 명. 이는 2015 년에 비해 
11.4%가 증가한 수로, 지난 십 년간 증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꾸준한 증가율과 많은 학
생 수, 그들의 다양성이 중국을 외국인 학생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적인 중심지
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들

유학생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부터 중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2016년 지도가 칭화대학교
의 외국인 학생들이 116개국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iii

중국 전역의 유학생 중 약 60%가 아시
아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 포함) 지
역 출신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
글로컬(glocal)” (해외 유학을 지향하
지만 그들의 나라나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 학생들이 증가하는 현상
일 수 있습니다.iv 이는 서양으로 가는
것보다 저렴하고 문화적으로 더 익숙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랄 만한 증가율은 유학
생 수가 2015 년 대비 23.7% 늘어난
아프리카에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은 영어권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목적지입니다.v 물론 한국이
한 나라로서는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
내지만 (15.93%), 아프리카 학생들이
두 번째로 큰 집단을 이루며, 중국 내
유학생의 일곱 명 중 한 명이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중국과 유학을 보내는 나라

 2



들이 제공하는 장학금이 이 성장률을 좌우하며, 특히 경제 관계를 탄탄하게 하려는 중국의 주
도적이고 적극적인 지정학적 역할의 영향이 큽니다.vi

유학생을 보내는 상위 열다섯 국가 중 대부분이 아시아 출신이며, 이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 중 여덟(총 12 만 명)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 또는 “아주 조금 전해짐” 그룹
에 속해 있습니다.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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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1 대한민국 70,540 15.93% 16.44%

61,594 13.91%
2 미국 23,838 5.38% 26.45%
3 태국 23,044 5.20% 0.51%
4 인도 18,717 4.23% 2.20%
5 파키스탄 18,626 4.21% 0.60%
6 러시아 17,971 4.06% 1.21%
7 인도네시아 14,714 3.32% 3.76%
8 카자흐스탄 13,996 3.16% 0.63%
9 일본 13,595 3.07% 0.58%
10 베트남 10,639 2.40% 1.83%
11 프랑스 10,414 2.35% 1.08%
12 라오스 9,907 2.24% 2.33%
13 몽골 8,508 1.92% 1.64%
14 독일 8,145 1.84% 2.13%
15 말레이시아 6,880 1.55% 3.25%

중국 내 해당 국가/지역 

출신 총 학생 수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

해당 국가의 복음

주의자 비율

아프리카 (모든 국가)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의 악명높은 통제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국제 기독교 모
임을 방문하거나 믿음이 있는 급우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세
계관에 대한 고뇌와 재탐구가 위대한 솔직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할 좋은 
기회일까요?

중국 내 목적지

2016년에 베이징(17%)과 상하이(14%)가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였지만, 유학
생이 대체로 전국 각지에 분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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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오는 이유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중국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적지로 계속 성장할 것입
니다. 먼저, 중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으며,ix 다양한 대학교 및 대학
과정을 자랑하고, 서양의 목적지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x 800개가 넘는 단과대학 및 종합대
학들이 유학생을 수용하고,xi 영어로 전공할 수 있는 많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제공합니
다.

또한 중국의 대학교들이 훌륭한 연구환경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xii 2020 년 대외 국제
교육 전략으로xiii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큰 비용을 투자하여 (2016년 장학금만 
49,022건xiv), 이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
학생은 전체 고등교육 학생의 0.9%에 불과하여 20%를 웃도는 영국이나 호주보다 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xv

학생들의 다양성

많은 서구의 상황에 비교해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문화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 
간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더 큽니다. 한 학생에게는 괜찮은 것들이 다른 학생에게는 불
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를 잘 모르는,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에
서 온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
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기본적인 영
어조차 구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영어를 하는 학생들도 매번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힘들어
합니다. 따라서 때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통 수단은 미약하지만 새로운 공통어인 만다린
(중국어)입니다. 언어의 다양성은 곧 사역이 영어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최근 미국에서 온 기독교인 유학생이 미국, 한국, 태국, 일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몽
골, 우루과이, 러시아, 중국 등 12명이 넘는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 위해 모였
는데, 그들의 대화 중 거의 대부분이 중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그들의 모국어이겠지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어를 하
지 못 하는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더욱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 다양성은 유학생들이 무슬림, 기독교인, 불교도인, 힌두교인,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및 바하이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 중에는 
모든 교파와 믿음의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단 단체들도 그들의 존재를 확립해
외롭고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을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에게 맞는 프리사이즈” 스타일의 사역을 불가능하게 하고 독창성을 요
구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유학생 사역은 복음을 전파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
다. 가족의 영향력과 문화의 통제를 대체한 새롭고 흥미로운 자유와 함께 학생들은 “나는 무
엇을 믿어야 하고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리더십과 사역의 잠재성

또한, 놀랍도록 많은 기독교인 학생들이 교회 리더십 경험을 갖고 중국으로 갑니다. 혼란스
러워하거나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학생들도 있지만, 미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기를 갈망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능하고, 목적이 뚜렷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역훈련에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파키스탄 출신의 한 기독교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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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지금이 교회를 굳건히 하고 목회를 위해 사람들을 훈련할 기회일까요?

학생들은 단지 유학생이 되는 것과 위에 열거된 역경을 이겨내는 것으로 문화에 대한 적응
력과 인내심을 길러냅니다(중압감에 넘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유학생들을 다른 문화권의
디아스포라를 넘어선 다문화적 선교를 위해 양성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xvi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미 일부가 그러하듯이, 고국에서 문화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장학금 제도가 서양보다 더 많은 비율의 학사 및 석사 학
생들을 불러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학생들의 문화에 영향을 줄 기회
일까요?

심리적 압박감과 고립

그러나,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국만의 특정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 문
화의 장기적 동질성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중국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외국인(外国人) 또는 이방인으로 여겨지며, 이들의 문화적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는 반대로, 언어와 문화를 잘 모르는 아시아 출신 학생들은 조롱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인종 차별 때문에 소외감, 두려움, 무력감 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케냐 출
신의 한 학생은 사람들이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 옆에 앉는 것을 꺼려 종종 혼잡한 버
스 안에서 그녀의 옆 두 자리 모두가 비어 있다고 슬프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나도 
흔하고 자살 충동이 있는 경우도 흔히 있으나, 정신건강 및 다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드물고 엄두를 내기 힘들 정도로 돈이 많이 듭니다. 

기숙사에는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반면, 학생들의 돈, 공부, 시간의 압
박이 더해져 학생들이 깊은 우정을 쌓지 못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시
지 앱인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은 중국에서 차단되어 있어 집에 연락하기조차 어렵습니
다. xvii 모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전도를 금지하는 교내 규칙이 학생들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기독교인 유학생들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후에 좋지 
않은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건실한 국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교
내에 성경공부 모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는 것은 반드시 선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어려
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회 또한 그렇습니다. 누가 이 학생들에게 전도하여 그
들을 성숙하게 하고 준비시켜 열방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할까요?

역사로부터의 교훈

하나님이 열방에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확신과 열방이 그들에게 왔다는 확신이 외국인 유
학생 사역(ISM)의 선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xviii ISM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존 R. 모트 (John R. Mott)는 미국의 외국인 학생들을 돌보고 전도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
였습니다. 그는 1911 년에 외국인 학생 우호 관계 위원회(the Committee on Friendly 
Relations Among Foreign Students)를 설립했습니다. xix 1948 년, 중국의 유학생이었던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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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리 (Bob Finley)는 중국 학생들이 러시아에서 돌아올 때 정치에 끼치는 영향을 눈여겨 보
았습니다. 이 전략적 기회는 그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훈련하고, 사역을 위해 
다시 고국으로 보낼 목적”으로 본국에 국제학생 주식회사 (International Students Inc.)를
설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54 년에는 마크 한나 (John Hanna)와 존 비요크랜드 (John 
Bjorkland)가 “미국인들이 외국 유학을 통해 가깝거나 닫힌 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
도록” 외국에서 유학 및 군 복무를 하는 미국 시민들(American Citizens Residing 
Overseas for Study and Service (ACROSS))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xx

디아스포라 선교학

지난 15년 동안 성경적 근거와 ISM 사역의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디아스포라에, 디
아스포라를 통해, 디아스포라를 넘어선 사역의 틀을 제공하는 디아스포라 선교학(Diaspora
Missiology)에 중대한 발전이 있었습니다.xxi 레이튼 친(Leiton Chinn)은 성경을 기초로 ISM
의 전략적 가치를 디아스포라 미션의 하나로 본 흥미로운 글을 썼습니다.xxii 다른 곳에서 그
는 자신의 여정과 함께 외국인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다가가지 않는 미국의 일부
교회와 반대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xxiii 
이와 같은 열정으로, 그는 아시아의 ISM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저렴한 글로벌 사역의 
기회”라 말합니다.xxiv 이것은 중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시작한 여정일까요?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존재하지만,
그들은 고국의 문화와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
들의 집단인 디아스포라(diaspora)로 함께 묶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xxv 하지만 이 집단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모인 다인종 디아스포라 (heterogenous diaspora) 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ISM의 신학적 필요성과 전략적 가치는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서구와 비교하면 중국에서 유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나 단체, 개인들은 거
의 없습니다. 만약 ISM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역사적 선례를 장려하며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면, 누가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중국의 교회

모든 곳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의 모든 이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기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
다면 ISM은 중국의 교회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일까요? "중국의 교회"는 국가적 TSPM 교
회, 가족 또는 가정교회 (귀국생 교회 포함), 국제교회 및 캠퍼스 사역을 포함한 중국 내 
모든 현지 교회를 의미합니다. ISM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그 영향력이 큽니다. ISM은
현지에서도 전 세계와 연결할 수 있고 모든 신도가 재능을 사용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해외에서 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국제적인 선교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봉사하며 공부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xxvi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회는 잠시 들르는 이웃들을 복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일
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제적인 개입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의 신도들은 이러한 추세를 따라 국경 안에서 외국인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일
부 중국인 형제자매들은 ISM을 위한 시설이나 법적 배경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하고 어디
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ISM이 오직 잘 교육받은 
교회 신도들만을 위한 것이며 상당한 자금과 고도로 조직화한 팀을 필요로 한다고 믿고 있
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문화 사역을 중국 밖으로 나가는 것이나 적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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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수 민족에게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 유학생들의 필요를 위해 기
도하고, 듣고, 존중하고, 분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xxvii

일부 유학생들은 때때로 영어로 예배하는 TSPM 교회에 다니지만, 상황적 제약이 더 확대
됨에 따라 이 교회들이 유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
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이 교회들은 이 방면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유학 중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중국 사회에 다시 적응하
는 것과 현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유학
하고 돌아온 귀국생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능숙
한 귀국생들이 이런 사역의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소수의 가정교회는, 중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의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준비가 부족하고, 문화적으로 불확실하고, 자금
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들은 전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몇몇 기독교 모
임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에서 일하는 학자들과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
회들은 모임 또는 동아리를 찾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우정을 쌓고 그들의 중국어 실력을 
향상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중국어 코너”(서양의 영어 회화 수업과 비슷)를 만들었습
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고, 그들과 어떻게 유대
감을 쌓아야 하는지 잘 모르며, 외국인을 초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 외의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 리더는 만약 현지 교회가 열
방에, 특히 그들이 중국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학의 캠퍼스에 있는 사역들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들의 레이더에 올려놓기 시작했
습니다. 문화 교류 센터 아이디어가 외국인 학생들과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전략
적인 환경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현지화한 중국의 캠퍼스 사역은 의심할 
여지 없이 ISM이 “옆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 됩니다.

중국의 국제 교회들은 “중국의 교회”에 속하는 작은 일부분이기는 하나, 건강한 국제교
회들이 여러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집회를 열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
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몇
몇 기독교 학생들은 중국에 교회가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도착하기 때문에, 기숙사 방에 
몰래 숨어서 성경을 읽고는 합니다.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자유의 네온 사인이 기독
교 모임을 찾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제교회들이 찾아오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환영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정치적 한계 및 수용력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1언어가 아닌 다른 언
어로, “고향”과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 문화를 갖고, 강한 민족적 파벌주의와 문화적 오해
가 빈번한 환경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독교 모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종종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들과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7장에 나
온 것처럼, 열방이 하나가 되어 경배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놀랍고
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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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밖의 교회

마지막으로, 중국 밖에 있는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중국 ISM 비전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형제자매들은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숙련된 ISM 선교자들은 국제교회를 돕거나 중국 현지의 기독교 모임과 캠퍼스 사역을 위해
중국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건실한 국가적 ISM과 중국 밖의 ISM 개척자들, 중국 내 국
제교회, 국제적인 선교단체 또는 새로운 중국의 ISM 운동 사이에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습
니다.

그곳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선교자를 그곳에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
다. 몇몇 선교단체들은 역사적으로 오직 중국 교회를 키우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
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라는 디아스포라 미션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ISM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 교회의 다문화적 비전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룰 역량을 키
우는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디아스포라의 현실은, 선교단체의 가장 좋은 형태와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xxviii

현재 선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중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
다. 지금까지 그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아닌 중국인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데 주력해 왔지만,
점점 유학생 사역의 전략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교회는 외국
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학원생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독
교의 중심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옮겨 갔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ISM 선
교자들과 선교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길

중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계의 교회가 중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전과 행동이 부족한 것을 회개해야 하고, 이제 기쁨으로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관한 중국 기독교인들의 희망과 두려움, 필요한 것들
에 대해 들음으로써 얻는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중국의 상황
을 더 잘 이해하고, 유학생들을 위해 주님께서 짐을 지우고, 기회를 분별하고, 실질적인 사
역 모델을 개발하도록 선택하신 사람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연민을 주시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
국 현지교회,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의 의제에 정면으로 두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태복음 9장 38절). 누가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까?

참고 자료는 EMQ 에 게시된 영문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tinyurl.com/emq-ism-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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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Yemen” from Joshua Project at https://joshuaproject.net/countries/YM (viewed 22 January 2018).
ii “China as a Destination: Trends to Date” by Student.com at http://www.slideshare.net/Studentcom/china-as-a-

destination-trends-to-date (published 8 September 2016, viewed 18 January 2018).
iii Tsinghua “Statistics” at 

http://is.tsinghua.edu.cn/publish/is/9281/2014/20141223111837219723176/20141223111837219723176_.html 
(published October 2016, viewed 18 January 2018).

iv Rahul Choudaha, “Know your international student – Global or glocal?”, 
http://www.universityworldnews.com/article.php?story=20130426103907495 (published 27 April 2013, viewed 18 
January 2018).

v Victoria Breeze and Nathan Moore, “China tops US and UK as destination for anglophone African students” at 
https://theconversation.com/china-tops-us-and-uk-as-destination-for-anglophone-african-students-78967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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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rsements
Hidden in plain sight—in a country known more for religious repression than religious 
freedom—is an opportunity to reach the nations! With the third highest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 in the world, China attracts future leaders from throughout Asia and
Africa. Using the framework of diaspora missiology, this book examines how the 
challenges facing these students during their time in China can become entry points for 
the Gospel. The question is not whether the church can grow among them, but rather 
who will commit to serving in their midst. Creativity, partnership, and a willingness to 
view cross-cultural ministry through fresh eyes are the keys to addressing this pioneering
opportunity. 

Brent Fulton, Founder and President, ChinaSource

The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 in China has become the third largest in the 
world, representing a huge mission opportunity for the gospel.  Phil Jones has 
summarized the current situation clearly and realistically, from demographic data to a 
compelling call for the church inside and outside China to not miss this historical 
moment to change the world through courageous ministry to this strategic population.  
Inspiring!

Marc Papai, National Director ISM, InterVarsity/USA

Phil Jones' article provides the most compelling and comprehensive summary depiction 
and rationale of the opportunity and need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in China.  Equally signifcant and worthy of full attention are the practical questions to, 
yes, the Church in China, but also to the global Church, mission agencies, campus 
ministries, professionals in the marketplace, and to potential study-abroad students.  
Truly, the global scholastic harvest feld in China is ripe and ready, and this publication 
provides the foundational perspectives to take some next steps towards ISM in China.

Leiton Chinn, ISM Mobilizer, Former Lausanne Catalyst for ISM

Long ago Nebuchadnezzar sought to extend Babylon’s global footprint by enlisting the 
brightest and best from around his world for service. I am witnessing something similar 
in Beijing, China today. Indeed, the brightest and best international students from far 
away nations are here to study in China’s universities. And just as the Lord of the 
Hebrews had a purpose bigger than Nebuchadnezzar’s, the Lord of His Church has a 
grand kingdom purpose for many who will again scatter to be leaders. They are here 
now for us to serve. We’re surprised but rejoice to see many fnd, follow, and bear fruit 
for the Lord Jesus Christ in our international fellowship! And we are hearing great 
things about their impact across the globe. Do you want to reach the far corners of the 
earth? The best vantage point might be a global-city such as this.

Mark Blair, Beijing International Christian Fellowship, Zhongguancun

An Indonesian Muslim encourages a struggling nominal Catholic Filipino to a Bible 
study through a testimony of a Zambian Christian classmate. Phil Jones passionately 
describes the cultural mix and unique contextual challenges that the Chinese situation 



poses, and the unique opportunities to reach out and disciple international students. 
What a training ground China is for budding cross-cultural workers to scatter around 
the world! The trickle of testimonies of Cubans reached by Chinese returnees, Brazilians
reaching out to Iranians, Nigerians re-engaging nominal Americans brings great joy, but
with more mobilising what vast impact could those mobilised in China have back across 
the globe?

Nia Early, Beijing International Christian Fellowship

Phil Jones has put forth a strong and compelling case for shifting our sight to reach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Using history, current Chinese realities and relevant 
global trends he asks thought-provoking questions about the role of the local and global 
church to this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reach the world that has come to China’s 
door. He understands the multi-layered challenges fac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supported by numerous examples.  Jones insists that this new population cannot 
be ignored and rightly so.

Lisa Espineli Chinn, Former ISM Director of InterVarsity/USA

I’m a fruit of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And in China now we have a tremendous 
God-given opportunity to reach the nations. Seeing this epoch through the lens of 
Ecclesiastes 3:1-8, we must live in the present, creatively using the freedoms we have, 
while holding eternal truth in mind. Global sending organisations must rethink their 
missiology, genuinely engaging with the diaspora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God is calling both the Chinese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to reach and disciple 
these international students. Such workers can be strategic bridge-builders who "model 
the way" by living a life of Christ’s love and sacrifcial discipleship.

Patrick Fung, General Director of OMF International



Resources for the Global Church
This ebook has been made available in multiple languages and multiple formats. All are 

available at ChinaSource.org.

• English: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in China”

• Français: “Les Etudiants Internationaux en Chine”

• 한국어: “중국의 외국인 유 학생들”

• Pус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туденты в Китае”

• Português: “Estudantes Internacionais na China”

• Español: “Estudiantes Internacionales en China”

• 中文: “留学生在中国” 

How can the global church be involved in this strategic ministry to reach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Here are six ways:

1. Find out more and pray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and for those 

reaching them.

2. Share with others about the needs. You can share this ebook, or some shorter 

articles here.

3. Study in China as a mission-minded international student. There are many 

scholarships available at world-class universities at all levels.

4. Encourage university students in your ministry to consider studying in 

China, and connect to various study abroad programs.

5. Do a ministry internship in China reaching international students.

6. Consider coming long term, committed to learning and serving amongst 

international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