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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에서 국제보건 활동이자 의료선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무료 백내장 활동의 사례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활동에 참여하는 각 행위자
가 경험하는 중국의 근대성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17년 8월, 2018년 1월과 10월, 약 4개월 간 무료 백내장 활동의 참여단체인 
한국 국제보건 NGO와 재중 한인교회, 귀주병원을 대상으로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시행했다. 

 중국에서 개신교의 의료선교는 1834년 광저우에서 시작되었다.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개신교 선교사의 의료선교는 서구 의학
을 들여오는 주요한 통로였다. 1949년 중화민국시기에 들어와서는 서구 선교단체
와 선교사의 활동이 제국주의적 활동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들의 활동과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이어진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이 부정되었다. 종교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허용한 개혁개방 이
후에도 중국정부는 외국인의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개신교 집단이 영향력을 키우
는 것을 경계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여 먼저 본 연구는 한국 국제보건 NGO, 한인교
회, 귀주병원, 이 세 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무료 백내장 활동의 과정과 내용
을 민족지적으로 살펴본다. 무료 백내장 활동을 기획한 단체들의 활동 목적은 모
두 달랐다. 한국 NGO와 한인교회의 시각에서 백내장 수술은 국제보건 사업이자 
선교 목적을 지닌 활동이었고, 귀주병원의 입장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은 병원을 
홍보하는 동시에 인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목적이 컸다. 각 단체는 서로 다른 
백내장 활동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만 이를 일정부분 묵인하고 협력하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무료 백내장 활동이 지속되어 온 이유
와 역동이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무료 백
내장 활동을 가능하고 지속하게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각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다른 의미의 빛과 믿음에 주목했다. 

   중국의 한인 개신교도들에게 무료 백내장 활동은 선교활동이 통제된 환경에
서 ‘가난한’ 지역에 구원의 빛을 전달하기 위한 행위이자 자신들 신앙적 실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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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였다. 또 한편 무료 백내장 활동은 인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구획 짓고 하
나의 부강한 중국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통일된 믿음을 생산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활동이었다. 한국인 캠프진의 손을 빌려 시행된 백내장 
수술은 국가적 돌봄의 담론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기획한 집
합적 믿음과 이들이 목표한 하나의 근대성을 일관되게 관철하고자 하는 국가적 
시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원의 믿음과 개신교도들의 믿음, 
이 두 믿음은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백내장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투영되지 않았
다. 환자들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은 현지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보다 안전
하고 ‘선진적’ 의료기술로 빛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무료 백내장 활동에 
참가하는 행위자들은 각자의 경험 속에서 다른 빛과 믿음을 실현한다. 그리고 이
것은 무료 백내장 활동에 참가하는 행위자들의 의도와 삶의 맥락에 따라 각기 내
용의 중국의 ‘근대성들’로 존재한다. 

   본 사례는 중국 인민들을 통제하고 통치하려는 국가의 지배 논리가 근대성
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는 서구의 의학기술이 결합하여 어떻게 위계적 관계를 
재생산하는지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무료 백내장 활동에 참여한 주체의 경험에 
의해 다르게 존재하는 ‘근대성들’에 주목하는 것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
구하는 동시에, 그 근대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근대화인지 다시 질문하게 
한다.  

주요어 : 중국, 백내장, 근대성, 국제보건, NGO, 개신교, 의료선교, 빛, 믿음
학  번 : 2016-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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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본 연구의 연구단체와 연구참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 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가 기독교라고 언급할 때는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을 포함한 다
양한 기독교 종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서 인용 및 참고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1989년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을 인용할 때, 피면담자의 비언어적 표현
이나 문맥적 의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기를 사용했다.

[  ] 연구자의 부연설명
[...]연구자에 의한 생략
... 말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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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백내장은 흰 백(白), 안 내(內), 막을 장(障). 즉, 눈 안이 하얗게 가려졌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큰 폭포’라는 단어에서 기원한 Cataract이다. 과거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수정체와 홍채 사이의 ‘급격히 하강하는 무엇’이 장애를 만든다고 믿
었다. 폭포나 쇠창살을 가리키던 Cataract이 질병 백내장으로 사용된 시기는 약 
16세기경인데, 수정체에 막대기 모양의 혼탁이 쇠창살을 연상시켜 Cataract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김덕훈 외 2006: 255; 이상욱 1999: 20-22).
  백내장(Cataract)은 발생 원인과 혼탁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크게는 
발병 시기에 따라 선천성 백내장과 후천성 백내장으로 나뉘는데, 가장 흔한 백내
장의 원인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퇴행성 백내장이다. 수정체에는 혈관도 신경도 
없어서 백내장에 걸려도 통증은 없다. 백내장의 주요 증상은 통증이 아니라 시력
감퇴이다. 백내장이 발병 한 후에는 수정체 전체가 혼탁해지고 시력감퇴가 지속
된다. 백내장이 상당 수준 진행된 상태에서는 눈앞에 손가락을 겨우 셀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보인다. 상당히 진행된 백내장은 식이요법이나 약물로는 치료할 
수 없다. 유일한 치료방법은 수술뿐이다(김현승 2014: 212-215). 
   백내장 수술은 3000년 전부터 시작되어 몇 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의 수술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최초의 백내장 수술은 기원전 1000년에 현재 인도
와 방글라데시의 접경지대에서 수스루타(Susruta) 라는 사람이 시도한 것으로 전
해져 온다. 당시 백내장 수술법은 수정체를 꼬챙이로 눈 속에 밀어서 떨어트리는 
추하(墜下)법이었다. 인도에서 시작한 수술법은 알렉산드리아 의학에 전수되고,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에도 전달되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호인(胡人)이라고 불리는 
이방인의사에 의해서 당나라 때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다(이상욱 1999: 24). 
   현대에 실시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법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745년 프랑스
의 안과의사 다비엘(Jacques Daviel)이 각막을 절개한 후 혼탁한 수정체를 눈 밖
으로 빼내는 수술법을 도입하면서부터다. 이후 1949년 영국의 리들리 박사
(Nicholas Harold Lloyd Ridley)가 인공수정체를 개발했다. 수정체를 빼낸 자리
에 도수가 있는 인공수정체를 넣는 것은 백내장 수술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백내장 수술기술이 향상되어 오늘날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백내장은 비교적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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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질병으로 분류되지만 백내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의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안과질환이다(이상욱 1999: 60; 임형택 외 2014: 1172, IAPB, 2017).
   본 연구는 중국 귀주성(贵州省)에서 진행되는 무료 백내장 수술 활동 사례를 
통해, 개신교 선교단절의 역사와 정부의 지속적인 종교 통제 속에서도 외국인의 
국제보건활동이자 의료선교가 진행되는 과정을 인류학적으로 조망하고, 이 활동
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중국이 추구해 온 근대성에 대해 고찰해보고
자 한다. 

  1. 연구배경 및 연구질문

  1840년, 청나라와 영국의 아편전쟁이 영국의 승리로 끝난 이후 중국에서 개
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시작된 중
국에서 개신교의 포교 활동은 제국주의적 정치·경제적 침략과 연결되어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사실 아편전쟁 이전부터 서구 선교사들은 중국을 주목해왔으며, 청
나라 말에는 홍콩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김상근 2007; 우심화 
1992; 이상규 2009 등). 아편전쟁이 서구 개신교 선교사들의 중국선교의 본격적
인 시작점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전쟁 이후 중국과 영국, 미국이 맺게 된 불평등 
조약들로 인해 서구의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이다.1) 이후 서
구 선교사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진 포교활동에 힘입어 1861년에서 1900년까
지 중국의 교회와 개신교인은 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1911년 신해혁명으로 중
화민국이 성립한 이후,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개신교도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 시기 선교사들은 교육, 의료, 출판과 같은 활동을 선
교매개체로 활용했다(윤경숙 2003: 78-79; 우심화 1992: 24; 조정은 2014).

  하지만 1920년대에 들어와 중국의 개신교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중국 

1) 1840년 제 1차 아편전쟁의 발발 이후, 중국과 서구 세력이 맺은 불평등 조약 중 서구 
선교사의 활동와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경조약(1842년)은 광주, 복주, 하
문, 영파, 상해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망하조약(1844년)은 개항장에 예배방과 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후 천진조약(1858년)으로 인해 외국인
의 중국 내지 여행 자유와 기독교의 포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허용되었고, 북경조약(1860
년)에는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음을 명기했다. 이 과
정에서 서구 선교사들은 통역을 맡거나 조약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우심화 199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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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과학만능주의와 민족주의 조류가 형성되어 반종교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반종교운동의 우선적 표적은 제국주의로 표상되던 기독교였
다. 당시 반종교 운동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중국 내지의 농업지역이
나 북부와 서부지역보다 중국 남부와 중부의 중심도시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김상
근 2007: 203-204; 양경곤 2011[1961]; 511-516). 

  한편, 1922년 상해에서 개최된 ‘기독교 전국대회’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중국교회의 자립과 토착화를 지향하는 삼자원칙이 대두했다. 본래 ‘삼자’ 개념은 
18-19세기 서양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 선교지 국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는 주장에서 비롯하였다. 여기서 삼자는 자치(自治, self-government), 자양(自
养. self-support), 자전(自传, self propagation)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치는 
중국 교인이 스스로 교회를 관리하고 외국 선교사나 외국 선교단체의 통제를 받
지 않는 것이다. 자양은 중국 교회의 경제적 자립을 뜻하며, 자전은 중국 내의 선
교는 중국인 스스로가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삼자원칙은 제국주의 국
가들의 식민주의적 영향과 중국 개신교를 분리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윤경숙 
2003: 134-136). 

  이후 국공내전, 중일전쟁을 거쳐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공산정
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종교집단을 사회주의적 통제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신교를 포함한 유신론적 종교는 
맑스-레닌주의 시각에서 무지의 소산이자 착취계급이 인민들에게 퍼뜨린 ‘아편’같
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당시 공산당은 근대 과학에 의해 인민들이 문화적으로 해
방되고, 혁명을 통해 정치적 자유화를 달성하면, 무지의 산물이자 계급착취의 통
로인 유신론적 종교는 필연적으로 역사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궁극적
으로 공산당에게 유신론적 종교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공산당 체제
초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종교를 제거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국가권력의 주도 
하에 종교를 사회주의 체제 내로 견인하기 위한 방향을 취했다(김상근 2007: 
202-203; 윤경숙 2003: 2-3, 112).

  새로운 정세에 따라 중국 개신교 교회 내에서 앞서 살펴본 삼자원칙을 기반
으로 하는 삼자애국운동회(三自愛國運動會, 이하 삼자회)가 1954년에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이들은 당의 지도아래 신중국을 건설하고 ‘중국의 개신교’를 만들자는 
구호를 앞세워 활동했다. 삼자회는 독립적인 개신교 교단을 부정하고 ‘단결’을 외
치며 대부분의 도시교회들을 폐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삼자회의 활동은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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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활동에 억압적인 당시 중국정부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도 했지만, 이에 부합하고자 하는 내부적 자발성을 포함한 운동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개신교인들은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후 삼자교회와 같은 공식화된 교회들은 주로 큰 도시에 위치했
고 삼자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교회들은 도시보다는 농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우심화 1992: 26; 윤경숙 2003: 98, 122-123, 135-136; 진미수 
2018).

  두 가지 방향으로 존재하던 중국의 개신교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 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에 일체의 활동을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대혁
명 시기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념적 원칙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삼자회
를 포함한 모든 종교사무 담당부서와 교회가 폐쇄되었고, 개신교 성직자들은 구
금되기도 했다. 이후 1978년 이루어진 개혁개방정책은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정부의 종교에 대한 입장과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우심화 1992: 27-29).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공산당은 개신교를 포함한 불교, 도교, 이슬람, 가
톨릭 이상 다섯 가지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 하지만 종교 신앙의 자유보다 불신앙의 자유를 더 강조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선교활동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법과제도에 
의한 종교관리’라는 원칙을 세우고, 개혁개방 이후 20년에 걸쳐 종교관련 법령을 
확장시켰다.2) 중국의 종교정책은 중국공산당의 산하기관인 통일전선사업부와 국
가 최고 행정기관 국무원의 산하기관인 국가종교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를 

2) 중국 종교정책의 지향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종교를 국가가 법으로 직접 관
리하는 것, 둘째, 종교의 가치를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여하도록 하며, 셋째, 종교 신앙의 
자유를 사적인 영역에서만 인정하는 것이다(류정인·초요휘 2016: 543-544). 구체적으로 중
국의 종교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1980년부터 입법탐색을 시
작하여 1994년 <종교활동장소 관리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1999년, <신종교사무조례>에는 해외 종교계의 종교 활동의 범
위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과 구속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았고, 2005년 3월부터 이
전 법령들을 포괄하고 구체화시켜 <종교사무조례>를 실행하고 있다(함태경 2015: 143; 김
애린·김형근, 2017) 중국의 사상과 종교정책의 연관성 관련해서는 류성민(2007) 박만준
(2004, 2014),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종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광성(2012), 허원
(2014,  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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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위해 전국의 성급 행정구역에도 종교사무와 관련된 기구들이 존재한다. 
종교행정 주관부서는 국가종교사무국이지만, 실질적인 집행주체는 기독교삼자애국
운동회, 중국기독교협회와 같은 종교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종교관련 단체
들은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활동을 직접 지도하고 관리한다(김광성 
2017; 류성민, 2007). 이에 따라 중국에 세워진 교회의 십자가는 철거당하기도 
하며, 외국인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거나 입국을 금지 당하기도 한다. 종교 활동
을 했다고 투옥되는 성직자도 있다.3)

  현재 중국에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구호는 ‘옛말’이 되었고, 종교는 오늘날 
중국 사회에 실제적으로 유익하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중
국정부의 통제 아래 있을 때의 이야기다. 2014년 국가종교사무국 왕쭤안(王作安)
국장은 “중국에 존재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중국의 기독교로 변해야 한다. 그리스
도인들은 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해야 한다. 개인의 ‘작은 꿈’은 국
가의 ‘큰 꿈’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함태경 2015: 242[재인용]). 여기
서 ‘큰 꿈’이란, 시진핑 정부가 2012년부터 민족중흥(民族中興)과 소강사회(小康
社會)건설을 내세우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일컫는다.4) 이같은 담화는 정부가 종
교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 않을 것을 확실히 하면서, 동시에 종교가 국가에 순응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공식적·비공식적 통제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중
국 내 개신도인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5) 중국의 국내외 NGO들은 개신교 

3) The Economist, 2014. 11. 1일자, The Guardian, 2017. 2. 11일자, 2018년 9. 28일
자 The New York Times, 2018. 1. 12일자 등.

4) 2012년 11월 29일, 국가주석 시진핑은 ‘부흥의 길(復興之路)’이라는 전시를 참관한 후, 
‘중국몽’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다. 중국몽은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과 개혁,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민들의 꿈과 노력, 그리고 13억 인민의 단결을 
강조한다(고윤실 2015).

5) 2005년도 중앙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도는 1,600만 명, 교회 및 집회장소는 5 만
곳, 목사는 약 3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어 2010년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가 발표
한 전국 개신교 현황 수치에 따르면, 개신교도의 약 2,305만 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1.8%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 또한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삼자교회의 
교인 수만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 내 정확한 개신교도들의 수는 측정하기 힘들지만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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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개신교 신
앙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 내 NGO들은 직접적으로 포교활동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접선교의 일종으로 선교목적을 내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손영림·박영희 1988; 함태경 2015: 186,230).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중국의 정치적, 역사적 흐름과 부침 속에서  
한국인의 의료 선교활동이자 국제 보건활동으로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인류학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국이 추구해 온 근대성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주목한 백내장 수술 활동은 19세기 중국의 의
료선교 초기부터 서구선교사들에게 수술 이후 “눈을 뜨게 한다”는 즉각적인 효과
와 상징으로 인해 그 역할과 의미가 부각되었다. 서구 선교사가 도입한 백내장 
의료 활동은 중국 내에서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일환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서
구의학’의 전파라는 측면에서 개방과 진보로 표상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개
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한 중국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시행되는 무료 
백내장 활동은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연구질
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의료봉사’의 이름으로 재중 한인교회와 한국의 국제보건 NGO
가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의료선교는 19세기 초 서구선교사의 의료선교와 어
떻게 역사적·문화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둘째, 중국 정부의 해외 개신교 활동에 대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통제 아래
에서, 한국 국제보건 NGO, 중국의 한인교회 및 중국병원은 구체적으로 각자 어
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고 타협하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 과정 
속에서 행위자간의 관계의 면모는 어떠한가?

  셋째,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국제보건 NGO의 의료선교 활동은 각 행
위자들에게 어떻게 의미화 되며, 이것이 중국이 추구해 온 근대성에 어떠한 함의
를 가지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국제보건 NGO의 무료 백내장 활동 사례를 통해 
19세기 서구 선교사의 유산이 이어져 온 과정과 현재 한국 NGO와 한인교회의 

구자들이 중국의 개신교도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김애린·김형근 2017; 
김성건 2017; 조혜영 2016; 우심화 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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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양상을 살펴보고, 무료 백내장 활동을 구성하는 각 행위자들의 경험에 근거
하여 중국의 근대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기독교에서 ‘치유’는 하나의 상징이자 중요한 실천적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 
신약성경에는 예수가 행한 다양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전서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37가지 기적 가운데, 치유기적은 26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다(황상익 2015: 139). 또한 성서의 신약에는 치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섯 가지
의 서로 다른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그 중 Sozo 라는 단어와 이 단어의 명사형인 
Soteria 는 ‘구원하다’ 혹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
실들은 ‘치유’가 개신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체적 질병과 고통
을 치료함이 영적 구원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김상근, 2007: 186; 
이성덕 2013: 94; 전우택 2001: 91).

   개신교 내에서는 “직접적인 ‘복음’의 전파 없는 선교사들의 의료행위 그 자
체가 선교일 수 있는가?” “육신의 치유가 영혼의 치유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을 이어왔다. 여전히 논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의
료 활동이 그 자체만으로도 복음 선포의 한 형태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신학이나 선교학에서 중국의 의료선교는 선교가 금지되고 국가의 강력한 통제아
래 선교 전략적 측면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중국 선교의 경우, 개신교의 포교
활동은 주로 배척되거나 중국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관리 아래 있었고, 현재까지 
정부의 통제 속에서 운영되는 삼자교회는 선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의료선교는 ‘효과적’이고 ‘가능한’ 선교방안으로 주목되었다(랄프 윈터 
2017: 507; 전우택 2008: 39-43; Grudmann 1990: 120, Anderson 2006: 
209; Young 1973 등). 또한 19세기 이후 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선교병원의 자립이나 운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선교병원의 토착화 양상이 조명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서구 미
션계 병원의 시설이나 운영방식, 치료비문제, 젠더문제, 토착화에 대해서도 논의
가 이루어져 왔다(조정은 2015; Renshaw 2005; Hardiman 2006). 

    의료선교와 관련하여 인류학과 역사학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은 서구 강대국
의 선교사들이 피식민지에 근대병원과 서구의료를 도입한 측면에 주목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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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서구의학이 식민지 상황 아래에서 피식민지인들의 몸과 의식에 어떠한 영
향을 끼쳤는지, 선교사들의 활동이 식민지 권력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왔
는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윤성 2004; Comaroff 1991; Arnold, 1993; 
Anderson 2006; Stoler 2002 등). 이 과정에서 개신교의 의료선교는 식민지의 
건설과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주목되었다. 의료선교를 다룬 대표적인 인
류학자 코마로프부부(Jean Comaraoff & John Comaroff)는 아프리카 츠와나
(Tswana)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들의 의료행위를 분석하며, 서구 선교사
들의 활동이 정치·경제적인 식민지배뿐만 아니라 피식민지인들의 상징투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주장한다. 이들은 제국의 권력이 식민지 내에서 어떻게 수용되
고 굴절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고 아프리카 사회에서 의료선교사의 활동이 ‘아
래에서부터’ 피식민지인들의 몸에 밀착하여 진행되어 ‘일상적 차원’에서 식민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Comarroff 1991a; Comarroff 1997c). 이와 유
사하게 스톨러 또한 식민지 상황 아래 선교사진영에서 진행한 의료선교활동은 여
성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의 활동은 보호와 부드러움
을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 활동을 통한 감정의 조작은 억압적 
관리보다 합의를 중시하는 식민주의 전략의 하나로 기능하였다고 분석되기도 한
다(Stoler 2002). 

  서구의학의 도입과 활동이 ‘근대’와 ‘전근대’의 구분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리버스(Rivers)는 원시사회의(멜라네시아,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질병과 주술, 종교의 연관성을 살펴보며 대다
수의 원시사회 사람들이 질병을 다루면서 종교와 주술적 영역을 중첩시킨다는 사
실을 지적한다. 여기서 리버스는 의료와 종교가 덜 분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특정사회 발달의 한계를 나타낸 지표라고 주장한다(Rivers 1914). 하지만 근대 
이후 서구의학의 도입과 이를 실천하는 것은 사회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믿음과 연결되고, 더 나은 인류 사회로 나가는 진보의 길이라는 믿음과도 연관이 
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는 새로운 근대화의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이현정. 김태우 외 2017:110; Packard 1997).

  그린할(Greenhalgh)은 중국의 인구계획과 출산정책이 ‘세계질서에서 뒤쳐졌
다는 정체성을 벗어나는 것,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국가를 만드는 ‘중국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Greenhalgh 2003). 중국의 전통적인 활동인 기공(氣
功) 또한 1962년만 해도 미신(superstition)이라는 미명아래 1964년 금지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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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에 의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팔머(Palmer)는 이 과정에
서 기공이 중국의 의료의 우월한 전통으로 재발명(reinvented)되었고 유사과학
(quasi-scientific)혁명의 의미를 가지며 중국이 꿈꾸는 새로운 유토피아 비전의 
일부가 되었다고 분석한다(Palmer 2007). 인류학자 아담스(Adams) 또한 중국정
부가 티벳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 프로젝트를 인류학적으로 조
망하며 이러한 활동들이 근대적 주체성, 믿음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
하고 있다. 근대화를 이룬다는 이름 아래 수행되는 의학적 실천과, 통계, 치료가 
근대화, 진보의 믿음의 기반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Admas 2005).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개신교 자체를 서구문화와 영향력으로 동일시하며 선교
적 목적의 의료 활동을 ‘발전’이나 ‘침략’의 영역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억압하고 반기독교 흐름이 존재했던 중국의 경
우 의료선교활동과 그 영향을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은 한
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실제 선교사들의 신앙적 영향력이 어떠한 방식
으로 수용 혹은 단절되었는지 논의하는 것에는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제
국주의와 토착화를 강조해온 중국의 개신교 탄압의 과정 가운데서 의료선교를 실
시했던 서구 선교사들의 신앙적 영향이나 유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단절되거나 지
속되었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서구의학의 도입과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국의 근대
화 추구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백내장캠프 사례를 통해 통합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20세기 초반 유럽 식민권력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제국주의 팽창
의 흐름과 함께 진행된 의료선교는 변화하는 정치적 지형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 설립된 대부분의 선교병원은 문을 닫게 되거나 
정부 기관이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의료선교 또한 점점 ‘세속
적 자선’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국제보건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인
류학에서도 국제보건활동의 신식민주의 혹은 후기 식민주의의 함의를 성찰하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영향력을 주로 비판하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Craig R. Janes and Kitty K. Corbett 2009; Biehl 2014). 더불어 인류학 내에
서 국제보건은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
다. 대표적으로 인류학자이자 의사인 폴 파머(Paul Farmer)는 비영리 국제보건
단체를 설립하여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왔다. 그는 『권력의 병리학』에서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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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는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파머 2009). 인류학자 
비엘(Biel)과 페트리나(Petryna)는 통계적 수치, 생의학적 지식이 지배적인 국제보
건의 현장에서 사람 중심적(people-centered) 접근법을 제안하며 인류학연구가 
국제보건 현장에 유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어떻게 특정한 장소, 사람 그리고 
건강 불평등이 국제보건이라는 범위에 포획되고 주목받는지, 수치나 통계가 포착
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동적인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인류학자들
이 실천적 함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왔다(Biehl·Petryna 2014; Pfeiffer, 
·Nichete; 2008; Pigg, 2013).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선교현장이자 
국제보건 현장인 무료 백내장 캠프 활동을 민족지적으로 기술하여 두 영역이 통
합되어 실천되는 과정과 양상을 조망하여 국제보건 의료현장에 실천적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한국 국제보건 NGO와 재중 한인교회가 진행하는 무료 백내장 활동의 구체
적인 양상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연구자는 귀주성 백내장 캠프 활동의 핵심 주
체인 ① 한국의 국제보건 NGO ‘빛과 희망’, ② 중국의 한인교회와 ③ 중국 귀주
병원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를 위해 총 3번에 걸쳐 중국에서 현
장연구를 수행했으며, 한국에서도 NGO ‘빛과 희망’ 사무실을 중심으로 현장연구
와 면담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2017년 8월, 연구자는 NGO ‘빛과 희망 의 일반자원봉사자의 자격
으로 캠프에 참여하여 캠프 준비모임 및 진행과정을 관찰했다. 캠프에서는 수술
기구 소독을 담당했으며, 이를 통해 캠프 참가단체의 관계와 흐름, 분위기 등을 
파악했다. 이후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7주간 재중 한인교회의 기도회, 예
배, 말씀모임 등에 참가하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1월 5일, 연구를 위해 중국에 도착하여  한인교회에 찾아가 목사와 신도들을 대
상으로 인사를 하고 연구목적을 밝히며 참여의사를 물었다. 이어 2017년 백내장 
캠프에서 친분을 쌓은 신도들을 중심으로 점차 관계망을 확장했다. 초반에는 연
구를 위해 방을 얻어 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신도의 집에서 하숙
을 하게 되었다. 중국 현지에서 연구자는 주로 “학생”신분이었지만, 신도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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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일을 짧게나마 관찰하고 돕는 ‘봉사자’ 이기도 했으며, “중국어도 잘 못하면
서 무작정 중국에 착륙한” 딱한 ‘이방인’이기도 했다. 중국에 정착을 하는 것에서
부터 백내장 캠프와 관련하여 면담자를 수소문하여 접촉하는 과정까지 연구자는 
한국인 신도들 및 교회에 출석하는 중국인 신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인교회의 신앙모임, 업무 등에 참가하며 자연스럽게 이들 일상의 리
듬, 신앙생활의 양상과 각기 다른 이주동기 등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나누게 되
었다.

   2018년 9월에는 한인교회 측 일반자원봉사자로 캠프에 참가하여 백내장 캠
프 준비모임에 참여하고 환자들의 시력검사를 맡았다. 연구자는 캠프에 함께 참
여한 한국인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실제 담당한 영역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실과 
수술실을 오고가며 비교적 자유롭게 캠프전반을 참여관찰 했고, 캠프 참가자들과 
비공식적 면담도 진행했다. 특히 하루의 캠프 일정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거나 
이후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다양한 참가자들을 대상을 캠프의 소감이
나 활동내용 등에 대해 대화했고 면담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빛과 희망 사무실에 방문하여 캠프준비 내용을 살펴보고, 참가자
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준비모임에 참석했다. 캠프 이후에는 마무리 모임에 참
석하여 참가자들의 소감과 의견을 들었다. 귀주성 백내장 캠프에 참가 전 연구자
는 2015년 NGO ‘빛과 희망’의 우간다 단기 백내장 캠프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는
데, 연구자의 경험은 캠프의 대략적인 순서와 내용을 파악하고 캠프 참가자들과 
친밀감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외래진료, 시력검사, 소독실과 수술실을 오
고가며 참여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가자들과 어울려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세 연구단체의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국제보건 NGO ‘빛과 희망’은 2002년 개신교 신념을 바탕으로 건립
된 단체로 서울에 2개의 사무실을 두고, 4개의 팀, 13명의 활동가들이 근무하는 
소규모 국제보건 NGO이다. ‘빛과 희망’은 종교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단체이다. 
예를 들어 활동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교회나 선교사와 연합을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빛과 희망’에서는 일
주일동안 저개발국에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는 단기 백내장 활동을 ‘백내장 캠
프’라고 부르는데, 연구자는 이 단기 백내장 캠프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기 백내장캠프는 ‘빛과 희망’의 주요사업으로 한 달에 2-3번 가량 해외 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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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활동가, 의사와 간호사, 검안사6), 자원봉사자가 참
여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제 3세계를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현지 의사 트
레이닝과 저소득층 안경 보급을 또한 진행하기도 한다. 캠프 참가자들은 대부분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신자도 참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빛과 희망’이 
중국 백내장 캠프를 어떠한 과정으로 준비하는지 살펴보고 활동가와 의료진을 중
심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캠프에 참가한 중국인 백내장 환자들은 대부분 귀주병
원의 전광판 광고나 입소문을 듣고 캠프에 참여했다. 연구자의 제한적인 중국어 
실력으로 인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중국인 활동가와 한인교회 자원봉사자의 도움
을 받아 몇몇 환자들의 캠프 참여 동기, 백내장 발병 시기와 일상경험을 중심으
로 비공식적 면담 수준의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심층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중국의 한인교회는 1992년 이루어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남부지역으
로 이민을 온 주재원 4~5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초교파적 개신교 
신자들의 모임이다. 초기 한인교회 구성원의 말에 따르면, 한인교회는 몇몇 신도
들로 구성된 자생적인 모임으로 시작하여 신앙생활이나 선교 활동에 있어 특정 
교단에 얽매여 활동을 하기보다 교회 구성원과 의견을 맞추어 유동적으로 진행했
다고 한다. 선교활동의 경우, 영혼을 구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구령활동
(救靈運動)’이라고 부르고 이를 운영하는 구령국을 설립했다. 구령활동은 선교를 
금지하는 중국 내에서 직접적인 말씀을 전하기보다 자선활동, 문화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980-90년대에는 보육원 봉사, 소수민족을 위한 초등학교 건립 등과 
같은 활동을 해왔고, 2000년에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선교목적의 문화교류활동을 
진행했다. 2018년 현재 한인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약 400~500명이 모여 정부
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예배를 드린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재원, 개인 사
업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유학생, 학교선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NGO인 ‘빛과 희망’이 현지에
서 백내장 캠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러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6) 검안사의 정식 명은 시력 검사자 혹은 안경 검사사이다. 안경사는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안경사는 약
물을 사용하는 안과 검진은 하지 못하지만 시력의 교정검사를 하고, 처방에 따라 안경을 
조제한다. 병원에 일하는 안경사를 일반적으로 검안사라고 부른다. 본 고에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검안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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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백내장 캠프가 이루어지는 중국의 귀주병원은 중국의 남부 귀주성에 
위치한 중의대학병원으로, 중국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함께 진료하고 있다. 귀주병
원은 2012년에 처음 NGO ‘빛과 희망’과 함께 백내장 캠프를 진행하기 시작하였
으며, 2018년까지 총 6번의 무료 백내장 캠프를 함께 진행하였다. 한 번의 백내
장 캠프에서는 약 100여명 정도의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고, 한국인 의사들이 수
술을 집도한다. 병원 자체가 연구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백내
장 캠프와 관련되어 귀주병원이 참여하고 관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 단체의 협력의 중심에는 한인교회가 있다. 한인교회는 NGO와 귀주병원과의 
의사소통을 주로 담당했다. 귀주병원 측에서 보면, 한인교회와 NGO의 구분은 명
확하지 않았다. 모두 흰색 티셔츠를 입고 활동하는 “한국인 캠프팀”으로 비추어 
졌다. 하지만 NGO와 한인교회가 실제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과 역할과 주요 목적
은 달랐다. 이는 Ⅲ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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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성별 나이 소속/직업 캠프 참가여부/ 캠프에서 역할
1

정태진 남 50대 한인교회, 사업가, 
캠프 담당자

2017, 2018년 캠프참가, 한인교회 측 
캠프 총책임자. 

2
이명호 남 60대 한인교회, 사업가, 

일반자원봉사자
2017년 캠프참가, 캠프 시 말씀나눔 
주도.

3
이상수 남 40대 한인교회, 공장매니

저, 일반자원봉사자
2017, 2018년 캠프참가, 외래진료실에
서 시력검사 담당 

4
고동욱 남 50대 한인교회, 사업가 캠프참가경험 없음, 한인교회 구령국에

서 활동

5
임재욱 남 20대 한인교회, 직장인, 

일반자원봉사자
2017년 캠프참가, 수술환자 안내담당

6
조훈 남 20대 한인교회, 학생, 통

역자원봉사자
2018년 캠프참가, 외래진료실에서 의
사보조

7
이재한 남 20대 한인교회, 학생, 일

반자원봉사자
2017년 캠프참가, 검사실에서 시력검
사 담당. 

8
김요셉 남 20대 한인교회, 학생, 일

반자원봉사자
2017년 캠프참가, 외래진료실, 검사실
에서 시력검사 담당.

9
신현진 여 20대 한인교회, 학생, 일

반자원봉사자
2017년 캠프참가, 소독실에서 수술기
구 소독담당.

10
배유미 여 20대 한 인 교 회 , 사 업 가 , 

통역자원봉사자
2017, 2018년 캠프참가, 외래진료실과 
수술실에서 통역담당.

11
유해영 여 40대 한인교회, 사업가, 

통역자원봉사자
2018년 캠프참가, 외래진료실에서 통
역담당.

12
김은채 여 20대 한인교회, 직장인, 

통역자원봉사자
2018년 캠프참가, 외래진료실에서 환
자들의 차트작성 담당.

13
박장미 여 30대 간호사 2017, 2018년 캠프참가, 수술실에서 

수술담당.
14

황혜리 여 30대 간호사 2017, 2018년 캠프참가, 수술실에서 
수술담당.

15
이수경 여 30대 일반자원봉사자 2018년 캠프참가, 검사실에서 ARK를 

담당함. 

[표1. 주요 피면담자 목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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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백내장 캠프 참가 단체의 관계 및 역할]

7) 본 연구에 사용되는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 하였다. 본 연구는 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
하였다(IRB No. 1802/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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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백내장 의료선교의 역사적 맥락

   Ⅱ장에서는 19세기 중국에 들어온 서구 의료선교사의 활동의 개괄적인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고에서는 아편전쟁 이후 강대국의 침략과 함께 활발하
게 진행된 의료선교 활동 중 백내장 수술이 의료선교의 한 방편으로 도입하게 된 
계기와 배경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관
련하여 이루어진 중국 개신교의 역사적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후 본 연구
의 참여단체인 한인교회와 ‘빛과 희망’이 왜 귀주성(贵州省)을 백내장 캠프지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민족지적 배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1. 개신교의 중국 백내장 의료선교

   중국에서 기독교의 전파(천주교를 포함)가 시작된 것은 당나라(7세기-9세기)시
기로 추정된다. 당시 페르시아의 경교(景敎)선교사 알로펜(Alopen)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중국 최초의 기독교 선교단이 635년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전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
은 청나라 말, 1807년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ison)선교사의 성경번역을 비롯
한 선교활동을 기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상근 2007; 김학관 2005; 우심
화 2012; 조훈 2004 참조).

  중국의 의료선교의 경우 1834년, 미국 피터파커(Peter Parker)선교사에 의해 
중국 광둥성의 성도 광저우(广州, 당시 영문명 Canton)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미
국에서 정식으로 의료교육을 받은 개신교 최초의 의료선교사였다. 1757년부터 
1842년 남경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85년 동안 청나라는 일구통상(一口通常)정책을 
펼쳐 중국 모든 무역을 광저우의 13행이라는 곳으로 한정시켰다. 당시 중국의 유
일한 대외무역통로인 광저우에서 피터파커는 백내장을 포함한 안질환을 중심으로 
의료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당시 광저우에 안질환이 흔하게 발견되었고, 안
과수술이 중의학으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기술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게다가 백내장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상처가 적었고, 회복의 속도도 빨라 
다른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높았다. 선교사였던 피터파커는 ‘눈을 
뜨게’하는 백내장의 치료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에도 적합하다고 기록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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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2015: 59-61; Anderson 2006: 214-216[재인용] Gerald 2015; Hardiman 
2006: 66, 215).

   사실 중국에 서구의학을 처음 도입한 것은 피터파커가 아니었다. 12세기경 
중국에서 백내장 치료가 알려진 적이 있었고, 16세기 초,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
해 포르투갈의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서양의 의료지식을 들여온 적이 있었다. 하
지만 본격적으로 서구의료와 기술이 도입된 것은 19세기 초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 그 중 피터파커가 백내장 수술 기술을 선보였을 때, 백내장 수술은 
중국에서 거의 시행되지 않아서 현지인들에게 환영받았다고 한다. 선교사들은 서
구의학을 중국에 도입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믿음과 유일신 하나님의 
우월성을 결합하여 입증하려 했다. 16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의 ‘실패한 기획’이 개
신교 의사와 선교사들에 의해 지속된 것이다(Hardiman 2006: 60-61; Unschuld 
1985: 152,235).

  본격적인 의료선교활동을 위해 피터파커는 안과진료와 수술을 위해 광저우
(廣州) 신두란가(新豆蘭街)에서 안과의국(眼科醫局 또는 新豆蘭街醫局)을 설립했
다. 개원 이후 중국인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백내장 수술
은 현지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피터파커는 병원 개원 후 90일 동안, 925명
의 안질환 환자들을 치료했다. 그 중 270명은 여성이었다. 당시 중국 여성들은 
서양 남성들이 사는 13행에 들어오는 것이 법으로, 관습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
만, 중국여성들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서약을 받아 13행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았
다. 이로써 피터파커는 중국에서 여성에게 수술을 시행한 첫 서양의사가 되었다. 
피터파커는 의료 활동이 중국 현지인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포교활동에도 유익한 측면이 있었음을 기록에 남겼는데, 이는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었던 중국의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김현숙 2005: 77; 신규환 2015: 177)

  당시 청나라 정부는 제한된 무역 외에 서구와 어떠한 종교적·정치적·문화적 
교류도 원치 않았다. 마카오 외에는 선교사의 안정적 거주가 불가능했고, 중국인
들은 제국주의 세력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한 예로 
1807년 중국에 들어온 최초의 서구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은 
당시 천주교 신자였던 두 명의 중국인들로부터 비밀리에 목숨을 걸고 중국어를 
배워야 했다. 당시 외국인들은 중국어를 배우는 것도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인의 경우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실이 관청에 알려지면 극형을 받
았다. 때문에 모리슨의 중국인선생은 몸에 독약을 휴대하고 다녔다. 독약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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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것이 극형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 선교사는 현지 중국
인과의 접촉점을 찾아야 했는데, 서양식 병원은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김현숙 
2015; 심혜영 2016: 25). 

  피터파커의 의료선교 활동이 주목을 받은 이후, 중국에 진출한 많은 서구선
교사들은 교육, 의료, 복지를 선교매체로 이용했다. 개신교의 여러 교파는 개항장 
부근에서 시작하여 점차 세력을 넓혔다. 그들은 광범위한 포교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고아원, 학교, 병원 등을 경영하고 재해나 기근의 난민을 구제하는 등 넓은 
의미의 자선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중 의료선교의 경우,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병원건축과 의학교육의 방향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영국, 미국 등의 강대국 침략과 함께 이루어진 불평등조약으로 선교사들은 중국 
내지까지 합법적으로 활동했다. 선교사들 중 일부는 이 불평등조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통역과 문안작성을 도왔다. 또 한편으로 선교사들은 서구 강대국의 아편 
상업을 규탄하고, 중국의 아편중독자들의 치료를 주도하기도 했다. 아편전쟁을 통
해 포교의 합법성을 획득하고 아편 수출국의 보호를 받는 선교사가 아편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봉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8)(강인규 2012: 14-15; 김영
호 2015, 김애린, 김형근 2017: 94; 윤경숙 2003: 74). 

  피터파커에 이어 1855년 의료선교사 존 켈(John Glasgow Kerr)은 피터파커
의 안과의국을 인수하여 1859년 박제의원(博濟醫院)으로 개칭했다. 이후 1865년 
박제의원은 종합병원으로 변모했다. 존 켈 선교사가 이끈 병원에서는 방광결석, 
제왕절개 수술, 맹장염 수술이 이루어졌으며, 백내장 적출 수술도 이루어졌다. 이
후 존 켈 선교사는 중국 최초의 정신병원인 혜애(惠愛)의원도 건립했고, 의학교를 
열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당시 광둥지역에서 유행하는 질병 중 중의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 위주로 임상수업을 진행했는데, 안과질환, 소아과, 피부병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김현숙 2015; 신규환 2015). 

8)  박제의원은 아편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해 입원 시설을 설치했으며, 1868년까지 117명
의 아편 중독자를 치료했다. 1875년 병원 내에 아편을 금지하는 단체인 양성권제 아편공회
를 각 교회들과 연합해서 만들었고 금현환을 만들어 아편 중독자들에게 배포하고, 중독자
들의 상황을 조사하기도 했다(김현숙 2015: 87-88; 노재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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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왼) 광저우에 있는 중국 최소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박제의원터이다. 현재
는 중산대학 제 2부속병원이다. (오) 병원 입구에는 박제의원과 서구 근대의학대
학인 남화의학원의 옛터라는 표지판이 걸려있다(2018년 8월, 연구자 촬영).]

  이와 같은 의료선교사들의 활동은 ‘선교’인가 ‘의료봉사’인가 하는 점에서 선
교사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고, 활동의 양상 또한 다양했다.9) 하지만 대부
분의 의료 선교사들의 소명은 의료 활동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개신교의 ‘더 높은 진리’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조정은 2015). 이러한 중국에서 
선교적 의료활동은 얼마나 큰 개종 효과를 가져왔을까? 선교사들의 병원이 현지
인들의 필요와 흥미를 가져왔다는 점은 선교적 시각에서 ‘성공’을 의미하지 않았
다. 피터파커의 경우 1874년까지 광저우에 세운 병원에서 12년 동안 환자를 치료
하는 동안 개종자는 12명에 그쳤다(Varg 1958: 7[재인용]). 1874년 Chinese 
Recorder의 기록에는 개종의 행위로 보자면, 피터파커의 안과병원은 ‘실패’라고 
평가했다(Young 1973: 259). 

9) 피터파커는 1844년부터 미국 대사의 파트타임 비서이자 통역으로 임명되었고, 1846년
에는 대리공사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 일로 피터파커와 미국 해외 선교회와는 긴장관계가 
되었다. 미국 해외 선교회는 파커가 복음전파에 더 집중해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의
료와 외교 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목회에는 그러지 못했다. 선교회는 몇 차례 경고 후 
1847년 파커 목사의 선교사 직위를 해제했다. 존 켈 선교사의 경우에도 정신병원을 설립하
는데 선교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후원을 하는 선교회와 많은 마찰을 빚었다(김현숙, 
2015: 66; 조정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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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중반까지 중국인 집단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
해 택한 방편으로 멸시당하거나(吃教)10) 서양귀신(洋鬼)에게 혼을 파는 일로 매도
되기도 했다(심혜영 2016). 한편 남아프리카에서 영국 의료 선교사들의 활동을 연
구한 코마로프는 ‘개종자의 수’보다 피식민지인들이 어느 정도로 선교활동의 실천
들을 선택적으로 차용했나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아프리카의 츠와나 사람
들은 선교사들이 신학이론이나 보편적 진리를 한 종교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혼용하여 차용했다는 것이다. 코마로프부부는 
개신교 선교사들과 접촉한 현지인들이 영적인 영역의 브리콜뢰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종’을 완결된 상태로 재단하기보다 선교사와 현지인의 주고
-받음의 양상과 과정에 주목함을 뜻한다(Comarroff 1991a). 

  이후 1920년대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들의 활동에도 변화가 생
겨났다. 새로운 조류는 인간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두기보다 사회개혁에 중점을 
두는 사회복음적인 사상이 강화되었다. 특히 1926년 이후 중국 개신교 내에서는 
서구세력으로부터 벗어나자는 목표의 삼자운동이 전개되었다. 삼자운동의 결과, 
일부 서구선교회는 교회관리를 중국인에게 맡기고 서구 선교사들은 자리에서 물
러나거나 고문을 맡았다, 1949년 새로운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의료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당했고, 1951년 사실상 모든 기독교 병원들도 국가가 관장하게 되었다. 
이후 선교사들의 의료 활동은 ‘문화적 침략’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선교사들은 의
학교육을 영어로 하고, 서구식 의학실습만을 따르면서 중국인 환자들을 무서운 
실험대상으로 삼았다고 비난받았다. 미국자금에 의존하는 단체들을 접수하는 문
제는 재정적 통제의 문제를 넘어 개신교와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우심화 1992: 26-27; 윤경숙 2003: 154-155, 조정은 2015: 
167-168). 

  이와 같은 흐름에서 서구선교사들의 의료선교는 19세기 제국의 팽창과 개신
교의 선교는 흔히 결탁, 공모의 관계로 설명되어 온 경향이 있다. 영국을 중심을 

10) 19세기 서양 선교사의 주도로 진행된 선교활동에서 중국인 사역자의 대부분은 서구 선
교사들의 봉급을 받으며 선교에 참여했다. 때문에 서구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중국인들
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개신교로 귀의
한 중국인들을 순수한 신앙의 동기보다 직장을 위해 교회에 나간다고 하여 ‘모식(쌀) 신
자’(謀食信者, Rice Christian)’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변창욱 2013: 209; 양홍석 
2004: 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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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구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침략 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수행한 역할이나 
선교지역의 확장과 제국팽창의 상호의존성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개신
교는 서구세력의 침범, 전통적 세계관에 도전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국교회는 
공산당의 지도하에 반제국주의 운동을 추진했고 이와 같은 흐름에서 진행된 삼자
운동은 1951년, 교회의 성직자, 신도, 기독교 단체 소속 인원들을 대상으로 고발
연설을 진행했다. 주된 명목은 외국인 선교사의 경우, 호의호식하면서 인민들에게
만 빈곤을 통한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이중적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 제국주의의 간첩이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였다. 중국 공산당은 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 과정 속에서 종교집단을 제국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계급성을 타파
하는데 필요한 연합세력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정부노선
을 지지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했다. 개신교의 전파를 문화침략으로 규정하
면서 동시에 중국 내 집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
한 정치적 활동의 맥락도 존재한 것이다(김광성 2013; 김상근 2007; 손장훈 
2014; 윤경숙 2003; 진미수 2018). 

 1958년 이후 중국에서 좌경화가 지속되는 동안 교회는 제한적인 형태로 존재
할 수밖에 없다가 이후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1962년 이후 우파의 실용주의 
노선이 등장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종교정책으로 범위를 넓혀가게 
된다. 그러나 곧 시작된 문화혁명으로 인해 오랫동안 종교가 강하게 통제와 억압
을 당하고 소수의 교회마저 존립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종교에 대
한 투쟁의 내용은 1966년 중공 중앙위원회에 의해 본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개신교회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경제적 토대에 조응하지 않는 교육, 문학, 예술 및 
모든 다른 상부구조 부문에 대한 변혁이 이루어졌다. 1966년 8월 구습을 타파와 
반제구호에 따라 개신교는 물론 천주교, 불교, 도교, 이슬람 사원들이 홍위병들에 
의해 점거되어 파괴되거나 불태워졌다. 문화혁명시기 정상적인 종교생활은 금지
되었다. 삼자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일반 신도들도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강준영 2003: 318-320; 윤경숙 2003: 202-203).

 이후 1978년 이후에야 종교에 대한 온건한 정책이 회복되었다. 중국의 개혁개
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흐름 속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개방’
을 표방하는 동시에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신
장의 이슬람교인들과 티베트의 불교도의 활동을 억압하고 서구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가톨릭 신자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등 종교 활동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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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견제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신교는 그동안 중국 교회는 노
인, 저학력자, 여성 성도가 많은 3다(三多)현상이 뚜렷했지만 최근 대도시 등지에
서 새로운 엘리트형 교회도시가 나타나고 개신교인 구성이 젊은이, 남신도, 고학
력자, 도시주민, '순수 신앙인'의 비율이 많아지는 5다(五多)현상이 나타나고 있으
며 신자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중국 사회 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1985년 중국 개신교인들에 의해 설립된 애덕기금회(愛德基金會, 
The Amity Foundation)는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서부농촌을 위주로 의료보건 종
사자의 재교육, 지체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 등과 같은 사회봉사활동을 활발
하게 진행했다(임희모 2007). 또한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08년 5월 쓰촨
성 대지진 당시 민간 자원봉사자 100만 명 중 그리스도인이 63만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체 재난 후원금 1000억 위안 중 개신교인의 기부액은 115
억 위안으로 파악되는 등(함태경 2015: 230) 중국 내 다양한 형태의 자선활동에 
개신교도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중국 내에는 개신교도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여론이 증
가하는 동시에 중국정부의 개신교 세력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김애린 2017: 
230-231; 김영호 2015; 함태경 2015). 가령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당
시 중국 정부는 호텔에 성경 비치하고, 베이징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배포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기존의 외국인 선교 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웠다.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실시한 종교 유화정책은 내적인 
종교 통제와 대외적인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국정부의 이중적 입장을 잘 보
여준다(김광성 2010).

 2. 의료선교 현장으로서 귀주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산당 정부의 수립 이후 이어진 문화 대혁명은 선교
활동을 비롯한 공식적인 종교활동의 공백을 가져왔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에
서 종교활동은 ‘자유’의 영역이지만, 특정 종교를 포교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인교회와 빛과 희망은 어떻게 귀주성에 위치한 귀주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선교의 색채를 띠는 백내장캠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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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귀주성 일대에서 활동한 
영국인 선교사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의 행적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폴라드 선교사는 1887년부터 1915년까지 귀주성 위녕현 석문감 일
대에서 활동했다. 귀주성의 귀주라는 이름은 북송 때 통치자 보귀라는 사람이 땅
을 맡으면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귀주성은 ‘3일 해 뜬 날이 없고, 3리에 평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산과 협곡이 많은 지형을 가졌다. 또한 귀주성은 12개의 소수
민족이 전체인구의 37.8%를 차지하는 곳으로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의 거주 비율
이 높은 곳이다. 귀주성의 총 면적은 176,000㎢ 로 남한의 약 1.8배이고, 인구는 
2015년 기준 3,529 만 명이다. 예로부터 귀주성은 사회, 경제적으로 비교적 문맹
률이 높고 가난한 성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도(1978-2011년) 귀주성은 
중국의 주요 성·시 GDP 비교에서 가장 낮은 GDP를 가진 성으로 꼽혔다(우심화 
2013; 손영림 외 2017). 

  석문감은 귀주성 서북부 위녕현에 자리잡고 있다. 석문감은 평균 해발 2,200
미터로 지대가 높은 편이다. 석문감 주변에는 한족(漢族)과 주변 민족들의 천대와 
억압을 피해 이주한 묘족(苗族)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진행했다. 당시 묘족은 지리적으로 봉쇄되고 문화적 
교류가 단절된 환경 속에서 살았으며, 교육이나 의료적 혜택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류정인·초요휘 2012: 259).

 이러한 상황에서 1905년 폴라드 선교사는 석문감에서 교회당을 건립하고 학교
를 세우는 활동을 했다. 석문감에 교회당이 건립된 후 그 곳은 귀주성을 포함하
여 이에 근접한 운남성·사천성 경계지역에 사는 묘족 신도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류정인, 초요휘 2012: 90). 또한 폴라드 선교사는 석문감에 있는 기간 중에 묘족 
전도인의 도움을 받아 묘족 의상의 꽃무늬 문양을 참고하여 자음과 모음을 만들
어 표음문자 방식의 묘족 문자를 창안하여 성경을 번역했다. 폴라드 선교사는 묘
족들의 거주지구에서 “교회당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학교를 세우자”라는 선교 
구호를 내세웠고 이에 따라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를 설립하는데 주력했다. 이후 
‘교회학교’가 대거 등장했고, 그의 교육활동은 짧은 시간 내에 널리 보급되었다. 
1950년까지 30년 동안 교회학교들은 묘족들의 교육 수혜 정도를 높은 수준까지 
끌어 올렸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추후 묘족의 교육률이 한족을 앞서기도 했다(류
성민· 초요휘 2012: 259-260; 우심화 2013: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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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귀주성의 위치,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선교사의 모습(출처: 
Wikipedia)] 

  폴라드 선교사는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활동을 선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폴라드 선교사는 의원과 약품 배급소를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휴대하고 
다니던 상용 약품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개신교를 받아들이도록 
권면했다. 이뿐만 아니라 폴라드 선교사는 백신을 만들어 우두예방에 앞장섰다. 
1914년에는 정부가 한센병 환자들을 유인하여 산매장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신문
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영국의 한센병 예방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식량
과 옷감을 사서 이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활발하게 선교활동을 하던 그는 1915년 
9월 16일 장티푸스에 걸려 귀주성 석문감에서 세상을 떠났다(류정인·초요휘 
2012: 266- 268, 483). 

  이와 같은 폴라드 선교사의 활동으로 인해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1950년대
에도 귀주(貴州), 운남(雲南), 사천(四川), 이 3개성의 개신교도는 약 30만 명으로 
전 중국 개신교인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20년에 이
루어진 조사에서도 중국 내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12개 현 중 폴라드 선교사의 
사역지인 위녕(威寧)이 1위를 차지했다(우심화 2013: 352-375,382-384). 폴라드 
선교사의 사역으로 인해 귀주성 석문감은 중국 선교 역사에서 상징적인 지역이 
되었으며 그의 활동 또한 널리 알려졌다. 문화대혁명 시기를 지나면서 폴라드 선
교사의 사업은 한동안 부각되지 않았다가 개혁개방 이후 귀주성 종교국 관계자가 
폴라드 선교사 활동의 성취에 주목하며 책을 발간했다. 종교국 관계자가 집필한 
책이기 때문에 서구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기술한 책이었지만 중국의 일반 대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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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보급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중국인 개신교도들이 연구
자의 참여단체인 한인교회 측에 귀주성에서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귀주성은 한
인교회가 위치한 곳에서 기차를 타고도 2일 이상 걸리는 곳이었지만, 한인교회는 
해당 지역을 견학한 이후 그 곳이 선교활동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2000년에 한인교회는 귀주성 석문감 부근에 소학교를 건립했다.

 [사례1: 좁은 문 앞의 석문감/ 2018년 8월 26일 고동욱씨 면담]11)

   그 묘족들을 어떻게 그렇게 선진화 시켰을까. 어떻게 그렇게 문명화시

켰을까. 이 연구를 한거야. 원래 목적은. 그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

게 그 기독교 문화가. 산골지역에, 저 우매한 백성들도 계몽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거기서 힌트를 얻은거야. 그래서 집중 연구를 하고 그 책을 쓴거지. 객

관적인 입장에서. 만약 그 책이 기독교인이 쓴 책이라면 별로 인기가 없었

을꺼야. 내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책은 수십번 재발행된 책이거든. 수많은 중

국 기독교인들, 신학생들이 참고서로 읽는 책 중 하나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지역을 연구하며 쓴 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는 책이 된 거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역사책 같은 

거야. 그걸 만약 기독교인이 썼다면, 공산당의 탄압을 받았을거야. 그런데 

공산당원이 쓴 거잖아. 그래서 합법적으로 출판이 된거고. 문제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지금은 바울 같은 사람이 된거야.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하고 지금은 살고 있고. 지금은 중국에 못 들어와… 사울

이 바울이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나는 현장에서 봤고[…]

 [사례2: 히어로, 폴라드 선교사 /2018년 2월 6일 이명호씨 면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그 귀주성에 석문항이라는 곳에 하나님

이 안내를 해주신 거에요. 그 때 제가 구령국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로 올

라갔거든요… 그 곳이 옛날 그 사무엘 폴라드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소수민

족 선교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끼쳤고, 공산당 향(乡) 정부가 쓰고 있는 건물들이 다 그 분들

이 지었던 건물들을 개조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조금 개조만 해서... 오래되

었으니까 전에 사용했던 수영장이라든지… 지금은 없는데 거기 터가 다 있

11) 연구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면담내용 중 구체적인 단체명과 면담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명은 모두 삭제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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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리고 거기가 해발 2,500고지 되요. 그래서 물 자체가, 그분들은 받

아서 빗물을 먹는 상황인데, 수조 비슷하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상수도처럼 

관으로 해서 끌고 와서 그렇게 했던 흔적들이 있고, 그것을 따라 현대식 

시설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사무엘 폴라드]을 히어로로 생각하

고 있었고, 제가 만났던 당시 향 정부의 서기, 아주 자그마한 공동체의 서

기였지만, 그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없을 정도로[…]

  한인교회가 2000년 소학교를 건립할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이명호씨
는 학교 건립에 대한 현지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현지의 
긍정적인 반응이 ‘영웅적’인 업적을 이룬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의 사역과 어느 정
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회고한다. 이명호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인교회는 
150명에서 200여명의 신도들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한 해 교회 예산의 절반 정도
를 학교설립에 투입했다.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기자재를 옮기고 공사를 할 때 
인력도움은 학교를 짓는 현의 교육국이 주었다. 

  소학교는 2002년에 완공되었고, 2008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교설립 
이후 한인교회는 1년에 1-2번씩 학교를 방문하여 묘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육대
회, 미술활동 등을 진행하고 양방과 중의학 진료를 실시했다. 의료 활동의 경우 
초기에는 중의학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신도들이 진료를 했다. 그러다가 한국에 있
는 병원과 연합하여 양방진료도 병행했다. 의류사업을 하던 신도는 학교를 방문 
할 때마다 많은 양의 옷을 가져가 나누어주기도 했고 학교에 올라갈 때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이송하여 병원 진료를 도왔다. 

  고동욱씨 말에 의하면, 사역을 지속한지 10년쯤 지났을 때, 한인교회에서 학
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와중 한 중국인 지식인이 찾아와 한국인들의 활동 이야
기를 듣고,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한인교회의 활동을 보게 되었다. 실제 이 중국
인은 개신교도가 아니었지만, 사무엘 폴라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한국인들이 
그 곳에서 학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이들은 한국
인들의 봉사 모습을 보고 중국인들도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움
직여 기금회를 설립했다. 현재 이 기금회는 비신자 중국인을 포함 약 300명이 참
여하고 있으며, 농촌 초등학교 교사 재교육, 교재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
다. 한편 기금회의 활동으로 한인교회의 귀주성 활동은 전보다 가시화 되었고, 이
와 관련하여 종교국의 제제가 가해져 한인교회는 귀주성 활동을 지속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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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되었다. 귀주성 학교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한 한인교회 관계자가 사
업장에서 이유 없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이러한 제제의 일종이다. 

[사례3: 자연스러운 의기투합 /2018년 8월 26일 고동욱씨 면담]

2013년 이전만 해도 개안 수술(무료 백내장 활동)이 완전히 체계화 된 

것도 아니었고, 매년 이렇게 대상지를 새로 물색해야하는... 근데 서기 뭐 

밑에 [...] 어떤 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귀주성에 있는 의과대학과 연결이 

되었고… 그 쪽하고 연합이 되었는데 [...] 하나님께서… 다 만지는 거야. 자

연스럽게 의기투합하게 된 거지. 우리랑 같이하자. 이렇게 된거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귀주성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게 되고. 한국에서 의사 분

들 들어오는 것이나 또 여기 현지에서 협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지

금 아무 문제가 없는거야. 

  결국 한인교회 중진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사업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였다. 또 한편으로 한인교회는 다른 구령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다가 선교활동이자 의료봉사의 일환으로 무료 백내장 캠프에 주목
했다. 그러던 중 한인교회에 다니던 한 신도가 한국에서 안과진료를 받다가 ‘빛과 
희망’의 홍보물을 보고 백내장 캠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를 한인교회에 소개
하여 한인교회와 ‘빛과 희망’이 본격적으로 협력을 시작했다. 한인교회가 무료 백
내장 수술활동을 구령활동으로 주목한 까닭은 과거 백내장 수술 활동으로 중국에
서 의료선교의 문을 연 피터파커 선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한인
교회의 활동 동기 중 일부인 백내장 수술이 직접 선교가 어려운 중국에 효과적인 
선교 사역이라는 의견과 백내장 수술 후 “눈을 뜨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
한 것은 피터파커 선교사와의 활동 동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앞서 [사례1]의 이명호씨는 면담에서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의 활동을 전해 
듣고 개신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개종을 한 중국인 신도가 적극적으
로 한인교회가 백내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귀주병원을 연결하여 주었다고 증언
했다. 여기서 이명호씨가 겪은 “사울에서 바울이 된 역사적 경험”은 이 귀주병원
은 연결한 공산당원이었던 중국인 신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바울은 성서 사도행
전에 나오는 유대인이자, 초기 기독교를 이끈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생애 
초반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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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넣기 위해 이동 하던 길에 하늘에서 내
리는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의 목
소리를 듣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 이후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
울로 바꾸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였다(행 9:1-22)12). 사울이 바울이 되
었다는 일화는 불신자가 신앙적 체험을 하여 개종을 하거나, 갑작스럽고 기적과 
같은 신앙체험을 할 때 주로 인용된다. 이명호씨와의 면담에서는 개신교도가 아
니었던 한 중국의 공산당원이 사무엘 폴라드에 대해 연구하다가 개종을 하였다는 
맥락에서 언급되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하듯” 개종을 한 이 공산당원은 한
인교회가 귀주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19세기 

12)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
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
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홀
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
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대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
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
러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하니라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
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
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가지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
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
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
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
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
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
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ㅂ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
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
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
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
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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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교사들의 의료선교와 한인교회 신도들의 선교활동이 성경말씀, 귀주성의 
선교역사와 맞물리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신앙적 체험과 함께, 사무
엘 폴라드 선교사의 활동을 이어 한다는 점에서 귀주성에서 선교활동은 한인교회
의 입장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 특히 귀주성에서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의 선교 
활동의 역사를 알고 있는 한인교회 신도들에게는 현재 무료 백내장 캠프 활동은 
과거 서구 선교사들의 활동과 이어져 연결감을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한인교
회 입장에서 귀주성에서 활동은 직접적인 복음의 형태는 아니지만 19세기 서구의 
선교사들이 들여온 중국에 있는 개신교도들의 “대(代)’를 잇는 행위”이자 “대대손
손”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 것이다. 

   한편 NGO ‘빛과 희망’의 입장에서 ‘적절한’ 지역 선정은 캠프 개최를 위해 
가장 먼저 탐색해야 하는 부분이다. 활동가 말에 따르면, 캠프지 선정을 위해 지
역의 특성을 보고 안과 의사나 사업 담당자가 백내장 발병률과 환자 분포를 추측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어 백내장 발병의 주요 원인인 직
사광선에 노출되기 쉬운 마을, 백내장이 노인성 질환임을 고려하여 고령인구 비
율이 높지만 백내장 수술이 불가능한 지역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외에도 수술 
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수술
실 등과 같은 현지시설들을 확인한다. 이러한 조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에서 함께 캠프를 진행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앞서 NGO 활동가의 캠프 준비에
서 살펴보았듯이 진료통역, 환자모집 등 캠프를 진행할 현장에서 협력을 해줄 사
람이 있어야 캠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백내장 환자가 많은 지
역을 캠프지역으로 선정하기보다 협력하는 사람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혹은 이에 
상응하는 건물)이 캠프지 선정의 최우선 고려요소가 된다. 중국에서의 백내장 캠
프 또한 현지에서 통역을 비롯하여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 현지인의 도움이 절대
적으로 필요했으며, 향 정부 관계자의 허가, 병원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었
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1990년대 해외 NGO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구체적
으로 국제 NGO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뉜다.13) 실제 국제 

13)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는 국제 NGO들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대형 
NGO들이 대부분이다. 1980년대 월드비전(World Vision), 옥스팜(Oxfam)이 중국 윈난(雲
南) 등지에서, 1990년대에는 그린피스(Greenpeace) 등의 환경 단체와 세이브 더 칠드런
(Save the Children)과 같은 아동 구호기관이 중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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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들의 중국 내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하기란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국제 NGO들이 중국 내에서 적법한 지위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도 중도
에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보고된다. 따라서 국제 NGO들은 외국기업으로 등록
을 하여 법외 조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다.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협
상을 통해 합의서를 체결하여 활동을 하기도 하며, 중국 NGO와 협력관계를 맺어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국제 NGO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
지만, 합의서에 기재된 특정 영역에서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김동현 외, 
2006: 127- 130; Renee, 2002: 330).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 국제 NGO의 활
동은 한인교회가 구축한 내적인 연결망이 아니었다면 거의 불가능했다. 종합하면 
세 단체의 협력은 한인교회의 귀주성 학교사업을 하면서 구축한 연결망과 실무적
원인 또한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한인교회와 NGO는 개신교 신앙이라는 공
통점을 바탕으로 협력을 하였다. 

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 빈곤감축, 생식보건, 문화 및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김
동현 외, 2006: 119-120; Dubois, 2015: 542). 2016년 이후에는 국제NGO에 개방적인 태
도를 갖는 듯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강경한 입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중
국만의 특수성’을 내세워 기존에 활동했던 NGO를 축출하고 신규 NGO의 중국 진출을 원
천 봉쇄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경향신문』, 2016년 4월 28일자, 『시
사저널』, 2016년 5월 12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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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 주체의 백내장 캠프 준비과정

  앞서 Ⅱ장에서는 백내장 수술의 의료선교 역사와 한인교회와 NGO ‘빛과 희
망’이 어떠한 맥락에서 귀주성에서 백내장 캠프를 개최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두 단체의 중국 귀주성 무료 백내장 활동의 동기의 중심에는 개신교 신앙과 과거 
선교사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Ⅲ장에서는 ‘빛과 희망’, 한인교회, 귀주병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무료 백내장캠프의 준비과정을 각 단체의 시선에서 살펴본다. 
특히 백내장 캠프를 개최할 때, 어떠한 긴장이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
이다. 

1. NGO ‘빛과 희망’과 참가자들의 준비

   국제보건의 시각에서 백내장은 예방 가능한 실명률의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안과질환이다. 한국의 경우 백내장은 비교적 치료가 쉬운 질병으로 분류되지만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실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의 약 34%가 백내장으로 인
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제보건에서 백내장은 1975년, WHO산하 예방 가능
한 실명을 위한 구호단체연합 IAPB(International Agency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가 설립된 이후부터이다. IAPB는 백내장을 예방 가능한 실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백내장 수술율(Cataract Surgery Rate-CSR)14)

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15) IAPB에 따르면, 중국에는 전세계 실명인구의 18%가 
거주하고 있고, 이 중 50%에 해당되는 약 500만명 실명인구의 원인이 백내장이
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안과전문의는 24,000명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 부족하고, 
이 중 전문의의 25%만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WHO, 2016). 

  연구자가 참가한 단기 백내장 수술 활동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

14) 백내장 수술률 Cataract Surgical Rate(CSR)은 1년에 만 명 당 백내장 수술률이다
(IAPB).

15) 백내장의 수술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제보건 NGO들이 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단기 백내장 수술캠프, 수술소모품 및 인공렌즈 지원, 수술 가능한 현지의사 트레이닝과 
같은 활동이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장비와 인공수정체 지원 제공하여 인터넷을 통해 지
역 의사와 자원 봉사 안과 의사를 연결하여 안과 진료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멘토링, 교육 
및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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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건 활동 중 하나다. 이와 같은 단기 백내장 활동은 즉각적으로 백내장 환자
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현지 의료체
계 역량강화의 측면에서 지양하는 추세이다. 이는 단기 캠프가 해당국가나 지역
의 의료시스템 생태계를 의도치 않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기 
백내장 캠프는 의료진이 캠프를 마친 뒤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16)

  NGO ‘빛과 희망’은 1년 단위로 캠프일정을 조직하고 이후 국가별로 맞추어 
의사와 간호사, 검안사를 모집한다. 캠프에 참가하는 한국인 의료진들은 자비를 
들여서 캠프에 참가한다.17) ‘빛과 희망’은 한국의 안과의사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
진 단체여서 캠프에 참가하는 의사들은 동료나 선. 후배의 권유로 참가하는 경우
가 많았다. 연구자가 참가한 귀주병원 백내장 캠프참가자 또한 동료 선. 후배 의
사들의 권유로 참가한 안과 의사들이 많았으며, 캠프에 참가하는 안과 의사의 병
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검안사들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 안
과의사는 선배의사가 “이제는 봉사할 때”라는 동기를 주어 병원차원에서도 간호
사들에게 캠프참가비를 지원하고 본인도 참석하게 되었다고 참여 동기를 밝혔다. 
몇몇 의사들이 함께 병원을 개업한 경우가 아닌 개인병원의 의사의 경우 자신의 
휴가를 이용하거나, 캠프일정으로 병원을 비우는 동안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병
원을 캠프를 떠나기도 한다. 한국인 의료진들의 경우 대부분이 개신교 신앙을 가
진 사람들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NGO에서 준비모임
은 한인교회의 준비모임보다 종교적 색채가 옅었다. 실제 캠프에 참가한 한국인 
의료진 중에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간호사나 검안사도 있었다. 캠프 과정
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강제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받
았으나, 순서에 따라 예배에 참석했고, 매일 캠프 아침에 시행한 말씀 나눔에 참

16) 수술 후 감염, 출혈, 안압상승, 각막부종, 인공수정체 위치이탈 등의 항목이 수술질 평
가지표로 포함된다(WHO 2016). 수술의 질 평과 및 경과관찰(Follow-Up)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단기 캠프에서는 기본 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거
나 달성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환자들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
제가 될 수 있다.

17) 캠프의 비용은 한국에서 거리가 가까운 국가의 경우 130만원에서 160만 원정도이며, 
한국에서 거리가 먼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의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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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다. 특히 간호사나 검안사의 경우, 병원에서 참가비 지원을 받아 참가한 경우
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개인적인 선택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힘
들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비신자 참가자들에게 예배나 종교 활동에 대한 의
견에 대해 물었을 때, 이들은 강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비신자 참가자들은 대게 “좋은 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
고, 한인교회 참가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무료 백내장 캠프는 봉사활동과 
선교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한국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선교 목
적과 그렇지 않은 

  일정과 참가자가 확정되면 캠프의 시작 2주일 전부터 2번의 준비모임을 진행
한다. 한국에서 준비모임은 캠프에 참가하는 의료진(의사와 간호사, 검안사)과 자
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활동가가 시행한다. 활동가는 주로 현지사정과 캠프 과정 
그리고 캠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지 언어를 위주로 교육한다. 준비모임에서 한
국인 캠프 참여자들이 주로 질문하는 것은 현지 병원의 수술실이나 진료실의 상
황에 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실제 캠프에서 사용하게 될 의료 기구를 확인해보
기도 한다.

[그림3. ‘빛과 희망’에서 진행하는 캠프 준비자료의 일부. 캠프에서 쓸 수 있는 
간략한 중국어를 한국어로 학습한다(출처: 2017년　백내장캠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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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 희망’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 김해영씨는 중국 백내장 캠프 이외
에도 모로코, 키르키즈스탄, 탄자니아와 같은 국가에서 캠프를 진행했다. 김해영
씨와 같은 간호지원팀 소속 활동가들은 한국의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기부를 받
은 물품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의약품 구매,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일을 한다. 
보통 한 번의 캠프를 위해 2주 전에 의료기구, 의료 소모품을 꾸리는 ‘팩킹
(Packing)’을 한다. 의사들마다 수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짐을 
꾸린다. 어떠한 도수의 렌즈를 얼마나 챙겨야 하는지, 안약의 종류는 무엇인지, 
캠프에 참가하는 의사 선생마다 선호하는 혹은 많이 쓰는 의약품의 종류를 체크
하여 챙기는 것이다. 특히 안압 체크기와 같은 작은 휴대용 안과기구들은 크기는 
작지만 몇 백 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되는 ‘007가방에 
넣어 아이처럼’ 다루어야 한다. 의료기구들을 운반하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 캠프 
시 이 장비들을 관리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비의료진의 자
원봉사자 참가는 안과기구를 다루어보았거나 캠프의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백내장 캠프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의약품은 캠프를 진행하는 병원의 시
설과 의료품을 수급할 수 있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현지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한 안과 장비 확인, 
전압, 전기 보급사정, 전기 어댑터나 익스텐션 라인 필요여부, 소독 시 필요한 멸
균 증류수의 수급가능 여부 등과 같은 요소들이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이 모
든 사항들을 수술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백내장 캠프에 참가하는 
의사들의 백내장수술 스타일이나 빈번하게 사용하는 약품을 체크하거나 기록해 
두어 캠프준비에 참고하고, 캠프에 참가할 의료진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
한다. 캠프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들은 외래진료실, 검사실, 산동실, 소독실, 수술
실로 나뉜다.18)

  한국 캠프팀은 수술에 필요한 장비나 의약품 외에도 참가자들을 위한 비상약
품, 환자 번호표나 풀, 매직펜과 같은 물품도 챙겨간다. 활동가들이 현지에서 해
당 물품과 의약품이 수급이 가능하다고 확인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복잡하

18) 수술 소모품의 경우 예상 수술 건수의 20%를 더하여 준비하여 가져간다. 예를 들어 
80건 할 경우 100건을 기준으로 하여 준비한다. 한 번의 캠프마다 준비하는 물품들이 달라지
지만 총 합해 대략 185개쯤 된다. 이 물품들에는 슬릿램프, ARK, A-SCAN, 안과 수술용 현
미경을 포함한 진료와 수술에 필요한 안과 기구, 인공렌즈, 거즈, 소독솜을 모두 포함한다. 



41

고 세밀한 과정을 거쳐 ‘팩킹’을 하는 이유는 손에 익은 장비와 물품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안전하며, 캠프의 진행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NGO에서 준비하는 짐은 참가자의 짐을 제외하고도 무게만 약 200kg 이 넘는다. 
캠프에서 필요한 짐의 무게가 많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자신이 들고 이동할 수 있
는 가방에 세면도구와 여분의 옷 몇 벌 정도의 간략한 짐만 챙기도록 준비교육 
시 공지를 받는다. 실제 캠프팀이 챙겨가는 많은 짐은 실제 세관이나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자가 참여한 2017년 귀주성 백내장 캠프에서도 캠프를 마친 후 한국으
로 돌아가기 전 한국인 캠프팀은 귀주성의 공항에서 따로 짐 검사 받았다. 공항
직원이 많은 양의 짐 꾸러미들을 수상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참가한 의사 중 한 
명이 영어로 “나는 의사이고, 이곳에 무료 백내장 수술을 하러 왔다”고 설명하였
지만 공항직원은 미심쩍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에 활동가는 현지 병원에게 
받은 초청장 문서를 보여주었다. 문서를 읽고 나서야 공항직원은 한국인 캠프팀
을 통과 시켜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세관신고가 필요한 물품인 
장비와 수술 소모품을 따로 구분하고, 캠프가 끝난 후 한국에 입국 시까지 통관
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의사 면허증을 챙겨가기도 한다.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한국인 캠프팀이 수송하는 수술기구와 소모폼은 캠프
에 참가하는 중국인 환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한국산 렌즈’를 사용하는지 확
인하고,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이 한국인이 맞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한국인들이 
가져 온 의료 수술 기구와 의료 소모품은 실제 이 물품들의 질과 가격을 떠나서 
한국인들이 가져왔다는 점에서 백내장 캠프에 참가한 환자들에게 ‘안전한’, ‘선진
적인’과 같은 의미를 갖기도 한 것이다. 
    



42

 

[사진2. 한국에서 안과장비와 수술소모품을 팩킹한 후 귀주성으로 이동하는 짐
들: 사진과 같이 이민가방, 박스 등을 활용하고 안과기구나 용품들을 안전하게 포
장하고 운반하기 위해 활동가들은 일반적으로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 구멍을 
뚫은 테니스 공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9월 연구자 촬영).]

2. 한인교회의 준비

  한국인 캠프팀이 대부분 의료진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귀주성의 대략적인 정
보를 숙시하고 간략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한다면, 한인교회는 일반자원봉사자와 
통역자원봉사자를 모집한 후 의료교육과 기도회를 진행한다. 빛과 희망 측에서는 
백내장 캠프라고 부르지만, 한인교회에서는 주로 ‘개안수술사역’이라고 부른다. 
한인교회, NGO ‘빛과 희망’ 그리고 귀주병원의 소통은 위챗19)과 카카오톡을 통
해 주로 이루어진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를 할 수 있는 한인교회 캠프 담당자
가 주로 병원과 NGO를 연결하여 캠프와 관련된 사항들(날짜, 현지상황 등)을 조
율한다. 가령 2018년의 백내장 캠프 또한 병원 측의 공사로 인해 날짜가 급작스
럽게 변경되었고, 이를 한인교회 백내장 캠프 담당자가 ‘빛과 희망’에 알리기도 
했다.  

19) 위챗(wechat)은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다. 
월 활성 유저수는 8 억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모든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챗을 사용
한다(외교부 2017: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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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참가자격/2018년 1월 11일 임재욱씨 면담]

임재욱: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거기[개안 캠프참가] 자격 조건이 있

었어요. 중국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험이 있던 사람을 

우대하고[개안 캠프 다녀온 사람], 그 다음 뭐… 다른거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 출석한 거… 시작해서 이런 거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라 나

는… 중국어는 내가 개안수술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 저는 

되게 높게 생각했거든요. [중국어] 수준을… 나 그 정도 안 될 텐데? 근데 

아버지가 넣으신거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 떨어지겠지 

뭐… 중국어 그 정도 안 될 꺼니까. 떨어지겠지… 안 간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한테 단체방 초대가 돼서[...]  

  한인교회는 캠프참가자들을 따로 선발 선발한다. 캠프 참가비용은 한인교회
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진료내용을 통역 할 정도로 중국어와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고, 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교회 출석률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백내장 캠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었고, 캠프에서 실제적
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 몇몇만 선발되어 갈 수 있었다. ‘전문성’ 혹은 현장에서 
‘쓸모 있음’은 의료선교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빛과 희망’의 활동가 
또한 캠프현장에서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은 오히려 도움도 안 되고 번잡스
러워 캠프에 방해가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인교회 캠프 준비모임에서는 캠프진행순서, 주의사항이나 통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총 4번 진행한다. 모임의 내용은 ‘빛과 희망’소개, 
백내장의 증상, 백내장캠프 순서 및 주의사항을 공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의료
교육에서는 차트를 읽는 법을 간략하게 배운다. 차트에 기록하는 용어 OD(오른쪽 
눈), OS(왼쪽 눈)을 배운다. 일반적으로 캠프에서 한 쪽 눈만 수술을 진행하기 때
문에 오른쪽(OD), 왼쪽(OS)를 구별하여 차트에 기재하는데, 이 기호를 잘못 해석
하여 수술을 하지 않을 눈에 산동을 하여 수술실에 들어가면 “큰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술을 하기 전 긴장된 환자들이 많으니,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면서 환자들에게 잘 해줘야 한다는 태도도 교육한다. 환자에게 밝은 얼굴, 친
절한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의료선교의 맥락에서 캠프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복음
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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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인교회 참가자들이 캠프준비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캠프를 위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의 주 내용은 어떠한 상황
에서도 순종하자는 것과 무사히, 의료사고 없이 캠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
라는 것이다. 한인교회 캠프 책임자는 캠프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주 “큰 사고” 혹
은 “의료사고”,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료선교
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 이후의 결과에 주목
하기보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선교의 일부분
으로 중요성을 가지기도 하였다. 실제 캠프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이나 
한-중 관계와 같은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캠프는 언제나 
위태로운 활동이여서 이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은혜로운’일로 간주되었다. 실제 
이와 관련하여 한인교회 관계자는 6회 동안 귀주병원에서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캠프 담당자가 몇 번 바뀌었는데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은혜”
라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구령활동을 오랫동안 진행해 온 한인교회의 한 관
계자는 “중국에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
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언어적으로 원활하게 대화하는 것이 쉽
지 않아 늘 현지인과 동행하여 일을 진행해왔지만, 활동하는 지역에서 내적 관계
망을 구축하여 일을 진행하면, 특별한 제제나 상황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인교회의 입장에서 백내장 캠프는 자선, 문화행사 등으로도 
접근하기 힘들어진 중국 현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명분’이자 ‘도구’였
으며 종교조직으로 활동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국제보
건 NGO의 사업으로 알리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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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수술 후 경과관찰 시 환자에게 안약을 점안하는 법이 적힌 한인교회 
백내장캠프 준비 자료의 일부(출처:　2018년 백내장 캠프 자료집).]

3) 귀주병원과 협력

  귀주병원 측에서도 무료 백내장 수술 캠프를 위해 준비를 한다. 병원은 본관
에 설치한 전광판에 캠프를 홍보하고, 현수막을 제작하여 병원복도에 전시하여 
환자를 모집한다. 캠프팀이 도착하기 전 수술 대상 환자들의 혈액검사를 진행하
는 것 또한 병원 측이 담당하는 역할이다. 병원 측의 준비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병원 측은 매일 한국인 캠프팀의 점심과 저녁 식사 제공하고 수술방 및 소독실 
청소 또한 지원한다. 실제 캠프를 진행하면서 귀주병원 측이 한국팀을 ‘손님으로’ 
잘 대접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다. 병원 측은 한국인 캠프 팀이 병원 내에서 식
사를 할 수 있도록 따로 식권을 제작하였고, 틈틈이 물과 쿠키와 같은 간식을 챙
겨주었다. 귀주병원 자원봉사자들 또한 호의적이었는데, 이들은 한국인 참가자에
게 먼저 말을 걸거나 같이 사진을 찍자고 다가오기도 했다.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귀주병원 안과의사와 백내장 캠프를 담당하는 병원 관
계자들은 저녁마다 캠프 팀과 함께 식사를 하고 앞으로도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은 귀주성 성
도에서 떨어진 지방의 한 병원으로 이동하여 캠프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며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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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저녁 식사자리는 병원, NGO, 한인 교회의 관계자들이 모
여 이야기를 나누고 물이나 음료수 잔을 들어 건배를 하는 등 서로 협력을 도모
하는 자리였다.

  귀주병원은 캠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 캠프
팀을 경계하기도 했다. 병원은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에 대한 결과는 
한국인 캠프팀이 책임질 것과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고, 한인
교회의 캠프 담당자는 문서에 서명을 한 이후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다. 캠프의 
순서와 진행내용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백내장 수술하기 전 환자들
은 수술 전 혈액검사를 받는데, 한국 측 의사들은 혈액검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
다는 의견을 냈다. 혈액검사의 주요 목적은 환자에게 HIV나 B형 감염 같은 전염
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귀주병원에서 한국인 의사들이 
보기에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술불가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 한국인 의사는 “수술하기 적합한 사람을 왜 수술을 못하게 하느냐”
는 의견을 한인교회 대표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행여나 캠프에 차질
이 생겨 다른 사람들의 수술을 방해하고 병원과의 협력 관계를 생각하여 한국인 
캠프팀 모두 강하게 항의하거나 이를 문제로 제기하지 못했다. 연구자가 참가한 
두 번의 캠프에서 백내장 수술을 위한 혈액검사의 적합성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
적되었지만 두 차례 모두 병원 측의 기준에 따르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세 단체의 협력 양상에서 귀주병원보다는 한인교회와 ‘빛과 희망’이 단체의 
관계나 활동에 조심하는 입장을 취했다. 자칫하다가는 한인교회의 활동 전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내장 활동을 가시화시키는 것 또한 캠프를 지속하
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한인교회의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어 백내장 
캠프는 매 년 개최하는 정기적 수련회의 성격을 띠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
거나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한인교회는 빛과 희망 측에도 중국 백내장 캠프
를 홍보하거나 인터넷에 글, 사진을 올리는 것을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내장
캠프는 공식적인 행사이지만 동시에 비공식적 성격을 가졌다.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등록과 수술동의서와 같은 서류절차 또한 각 
단체마다 다른 서류를 각자 준비하여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다. 환자들에게 받는 
공증은 귀주병원이 6번에 걸쳐 백내장 캠프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
축했고, 캠프에서 각 단체들이 사용하는 동의서, 외래진료 차트, 수술차트, 주의
사항 종이들, 환자들에게 부여되는 색깔 팔찌와 같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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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원화되지 않았다.
  세 단체의 협력 아래 가려진 긴장이 또 한 번 드러났던 부분은 한국인 캠프

팀이 종교적 활동을 할 때이다. 빛과 희망은 독실한 기독교인 안과의사가 설립한 
단체로 대외적으로 의료봉사의 선교적 목적을 표명하지 않지만 활동가와 캠프 참
가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으로 비교적 종교적 색채가 강한 단체이다. 신자와 비
신자의 구분 없이 캠프 진행 시 매일 아침 진행하는 말씀 나눔은 캠프의 선교 목
적을 일깨워 주는 의례와 같은 기능을 한다. 공식적으로 종교적 행사를 병원 내
에서 진행할 수 없어 한국 캠프팀은 이 말씀 나눔 시간을 ‘회의’라고 부르며 진행
했다. 이 ‘회의’는 병원 본관 8층, 병원의 고위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몰려있는 곳 
한 쪽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병원 본관에는 엘리베이터
가 없어 한국 캠프팀은 매일 아침 건물의 가장 위층인 8층 회의실까지 걸어 올라
가야 했다. 아침 8시, 회의실로 가는 길은 넘쳐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들은 
진료를 기다리거나 진료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현지 간호사, 의사, 
환자 몇몇은 캠프팀을 힐끔거리며 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한국인 캠프팀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말씀 나눔은 3-4명씩 모여 약 5분 동안 성경구절을 읽고 
이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하였다. 

  실제 이 ‘회의’는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되었다. 병원 
측은 어느 정도 이 ‘회의’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제를 가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조심스러운 상황 때문에 한인교회
와 빛과 희망은 캠프 시 회의를 가장한 말씀 나눔뿐만 아니라 이를 가시적으로 
알리거나 공유하는 것 또한 조심했다. 가령 캠프 도중 한국인 캠프팀 담당자는 
“캠프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게시물과 글을 내리세요”와 같은 주의사항을 공지했
다. 이와 같이 실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조정하고 캠프의 성과, 진행의 
주도권을 조율하는 과정은 세 단체의 미묘한 협상과 묵인의 과정이었다. 귀주병
원은 한인교회와 NGO ‘빛과 희망’의 활동이 선교적 목적의 활동이라는 것을 알
지만 이에 침묵하고, 한인교회나 ‘빛과 희망’ 또한 귀주병원 측 자원봉사자들이 
빨간색 조끼를 입고 봉사를 하는 반면 한국인 봉사자들이 흰색 단체 티셔츠를 입
고 봉사하는 모습은 따로 또 같이 진행되는 캠프의 풍경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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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역할 활동내용 소속 인원수

1 활동가 의료기구 팩킹, 캠프 전반적인 흐름 유
지, 행정적 업무처리

NGO 2

2 의사 외래진료 및 백내장수술 NGO 3
3 간호사 수술방 준비, 정리 및  백내장 수술 NGO 4
4 검안사 A-SCAN 및 시력검사 담당 NGO 1
5 일반자원봉사자 시력검사, 소독실에서 수술기구 소독 NGO, 한

인교회
3-5

6 통역자원봉사자 외래진료, 백내장 수술, 한인교회 5-7
7 성경 말씀인도자 아침 말씀인도, 사진촬영, 캠프질서정리  

등
한인교회 1-2

8
귀주병원 자원봉
사자 및 캠프 담
당자

환자와 의사소통, 캠프질서정리. 
귀주병원 15

40-42

Ⅳ. 백내장 캠프의 진행

  Ⅲ장에서는 세 단체가 백내장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
는 일주일간 귀주병원에서의 백내장 캠프를 민족지적으로 기술한다. 현재까지 ‘빛
과 희망’과 귀주병원은 총 6번의 무료백내장 캠프를 진행했다. NGO 빛과 희망, 
재중 한인교회, 귀주병원 이 세 단체에서 한 번의 캠프를 위해 참가하는 인원은 
약 40-45명이었다.20) 대게 NGO측 참가자는 활동가와 의료진이고, 한인교회와 
귀주병원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했다. 한인교회 자원봉사자의 경우 한국어
와 중국어가 능통한 20대의 신도들이 많이 참여했으며, 귀주병원 참가자들의 경
우 중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실습을 명목으로 캠프에 참가했다. 캠프 참가자들
의 역할과 활동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무료 백내장 캠프 참가자의 역할과 활동 내용]

20) 2017년 백내장 캠프에 참가한 한국인 참가자는 총 27명, 귀주병원 15명으로, 약 42명
었다. 2018년의 경우 한국인 26명이었으며, 귀주병원 참가자 14명을 포함 약 40명이 참가
했다. 매 해 참가자의수는 유동적이었지만 대략 40명-50명 사이의 참가자가 백내장 캠프
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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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내장 수술 전 과정

  공식적으로 캠프가 시작되기 2일전 토요일, 한국인 캠프팀이 중국에 도착한
다. 그 다음날 일요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다. 예배시간에 한인교회 목사
는 신도들에게 백내장 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도로 캠프를 축복했
다. 이후 캠프팀은 귀주성에 가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하
고 장비와 개인 짐을 버스에 옮긴다. 백내장 캠프에 참가하는 한국인은 대략 25
명 안 밖이다. 40인승에 버스에 한국인 캠프 참가자들 모두가 몸을 싣는다. 버스
에서는 한인교회측에서 준비한 캠프 가이드북과 에코백을 나누어 주었다. 캠프 
진행 순서, 주의사항, 참가자 명단, 역할 분담 또한 가이드 북으로 확인할 수 있
고 수술복이나 기타 개인물품들을 에코백에 넣어 다녔다. 이후 캠프팀은 귀주성
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다. 

  한국인 캠프팀이 귀주성 공항에 도착하자 귀주병원 직원 몇몇과 버스가 한국
인 캠프팀을 맞이했다. 병원은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버스가 병
원에 도착하자마자, 늦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캠프 참가자들은 짐을 나누어 옮
겼다. 짐은 크게 개인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수술방 짐으로 나누었다. 참가자
들은 손수레를 끌고 수술기구와 수술 소모품이 담긴 짐을 옮긴다. 간호사들은 수
술방 세팅과 수술실을 둘러본다. 캠프팀이 묶고 있는 숙소는 병원에서 걸어서 5
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짐을 모두 내려놓고 숙소 배정을 하고 나니 저
녁 12시를 훌쩍 넘겨서야 한국인 캠프팀 모두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캠프 일정은 유동적이다. 실제 캠프에서는 ‘상황에 따라’ 일찍 진료실을 정리를 
하거나 늦게까지 진료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외래진료실은 수
술실보다 일찍 문을 닫는데, 보통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줄어들었을 때쯤(대
게 오후 4시-5시 사이) 마감을 했다. 수술실은 하루에 20건 정도 진행한다. 수술
은 아침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쯤 마치지만, 수술도구 정리까지 포함하면 오
후 7시나 8시에 마친다. 외래 진료실에서 활동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술실에서 일
하는 참가자가 마치기 전 까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먼저 저녁식사를 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대략 저녁 9시가 넘는 시간이 되는데, 캠프 참가자들은 귀주병
원에서 가까운 광장으로 나가 광장무를 구경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
기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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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무료 백내장 캠프 일정(출처: 2017년 백내장 캠프 자료집에서 발췌,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

 1) 차트작성 

   한국인 캠프팀이 귀주성에 도착한 다음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백내장 캠프를 
시작한다.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인 캠프팀은 모두 하얀색 짧은 반팔 티셔츠
를 입고 숙소에서 병원으로 이동했다. NGO의 이름이 쓰여있는 티셔츠를 입은 한
국인 캠프팀은 병원 어디에서 눈에 띄었고, 캠프를 진행하는 도중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와 섞여도 쉽게 구별되었다. 한국인 캠프팀은 9시가 되기 전에 병원에 도
착하도록 이동하는데, 이른 아침시간에도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다. 귀주병원 측
은 병원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외래진료실 옆, 임시로 텐트를 쳐 놓고 백
내장 수술 환자 대기소를 만들어 놓았다. 대기소 주변에는 몰려오는 환자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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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들을 부축하거나 안내할 귀주병원 측 자원봉사자들도 보였다. 

[그림5. 무료 백내장 캠프 흐름도(출처: 2017년 캠프 자료집 발췌하여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

  첫날, 캠프를 사직하기 전 한국인 캠프팀은 말씀 나눔을 진행한다. 한인교회 
참가자 중에는 한 명씩 아침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참가했다. 말씀 나
눔은 이를 주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게 한국인 캠프 
참가자들에게 첫째날 나누어 준 가이드북에 편집한 말씀을 읽고 이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말씀을 해석하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4-5명씩 짝을 이루어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전날과 당일 캠프의 진행상황
(총 수술 환자수나 당일 진행할 수술 건수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눔
을 마치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였다. 장소는 크게 ① 검사실과 외
래진료실 그리고 ② 산동실, 소독실, 수술실로 나뉘었다. 각 장소는 500m 정도 
멀리 떨어져 있고, 수술실로 들어가려면 수술복과 수술모, 수술실 신발 등을 착용
하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백내장 캠프의 활동가와 캠프 책임자는 무전기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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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했다. 캠프 첫째날, 활동가, 의사, 간호사들은 짐을 풀어 분리하였던 슬릿램프
를 다시 조립, 수술기구를 셋팅하고 안약, 차트 등을 각자 위치에 배치하여 환자
들을 맞이한다. 

  중국인 환자는 한국인 캠프팀이 도착하기 전 병원 측에서 실시하는 혈액검사
를 받는다. 이후 외래진료를 위해 차트 작성을 한다. 차트를 작성할 때는 ① 이름
과 나이를 기재하고, ②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지 체크한다. 그리고 ③ 지병이 있
는지,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물어 본 후 ④ 마지막으로 눈의 상태를 간략하
게 기재한다. 

  차트작성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서 생활해 중국어에 능통한 20대 한국
인 자원봉사자가 주로 맡았다. 통역 자원봉사자는 사전에 안구, 질병 관련된 단어
를 숙지하여 갔는데, 캠프에서는 현지 귀주병원 자원봉사자의 도움도 많이 받았
다.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나이나 증상 모두 기재하거나, 현지 자원봉사자가 중국
어로 환자의 증상을 묻고 말하면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한글로 기록했다. 환자의 
이름은 중국어뿐 아니라 한국어로 기재하여 한국인, 중국인 모두 알아볼 수 있도
록 했다. 환자 가운데는 중국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지난 무료 백내장 캠프 때 방문했던 환자들도 있었다. 백내장은 노인성 질
환이기 때문에 캠프의 수술 환자들도 대부분 노인이었다. 환자들의 나이는 50대
-60대가 많지만 70세 혹은 80대도 적지 않았다. 청력이 좋지 않거나 중국의 표
준어인 보통화(普通话)를 할 수 없는 환자,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환자까지 다양
한 병력과 배경의 환자가 캠프에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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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외래진료를 보기 전 환자의 차트를 작성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환자의 
모습(2018년 9월, 연구자 촬영).]

  중국에 9살 때 이민을 와서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하는 통역봉사자 김은채
씨는 연구자에게 차트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언어적 장벽보다 나이
가 든 환자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트를 작성할 때 힘든 
점은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라기보다 고령의 환자들이 청력이 좋지 않아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다. 가령, 고혈압 약 복용여부
를 물었을 경우, 이에 대해 정확히 대답을 하기보다 이제 고혈압은 괜찮은데 이
를 왜 자꾸 물어보냐고 대답하고, 계속 괜찮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대화가 반복되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5분이 걸리지 않는 차트 작성
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안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이경숙씨도 중국에
서 만난 캠프의 환자들이나 한국에서 만난 환자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말
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과 양상은 한
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했다고 말한다. 

  외래진료실과 검사실에서 참가자들의 관계양상은 한국인 혹은 중국인이라는 
국적뿐 아니라, 나이가 많은가 젊은가 하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가령 
20대 초반의 중국인 자원봉사자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중국
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한국인 참가자와 대화를 시도하였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면
서 위챗 아이디를 물어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인 노인환자 또한 
한국인 캠프팀을 보고 “모두 연예인같이 예쁘다”고 말하거나 밝게 웃는 등 전반
적으로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 이동하는 것이 어렵거
나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할 때는 큰 소
리로 말을 하거나 천천히 안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어 살펴보겠지
만, 환자들이 캠프에서 한국인 의료진의 의도대로 움직이거나 수동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차트에 쓰여있는 한국어가 무슨 의미인지 질문하기도 하
고 시력검사 시 조금 더 시력이 잘 나오기 위해 시력판을 한참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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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외래진료 차트(출처: 2018년 백내장 캠프 자료집).]

2) 외래진료와 시력검사21) 

  병원에서 캠프 사전에 실시하는 혈액검사와 차트작성을 마친 환자는 외래진
료를 통해 수술가능 여부를 진단한다. 이후 수술 외래진료를 보기 전 백내장 수
술을 위한 필수검사들을 받는다. 중국인 환자들 대부분은 수술을 위한 검사라는 
것을 알지만 캠프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검사를 왜 하는지 설명이 제공되지 않
았다. 어떤 환자들은 나안시력검사 결과를 조금 더 좋게 나오게 하려고 시력판을 
한참 바라보는 환자도 있었고 시력판의 작은 기호까지 잘 보이는데 말하지 않았
다며 다시 시력검사를 하겠다며 진지하게 시력검사에 임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21) 시력검사에는 나안시력, ARK, A-scan 검사가 해당되는데, 이는 모두 백내장 수술 전 
필수검사이다. ARK검사는 자동굴절검사로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정도, 각막 곡률 등을 
검사하는 것이고, A-scan은 일종의 초음파검사로 안구길이와 각막 굴절력 값을 측정하여 
백내장 수술 수에 들어갈 인공수정체의 값을 계산하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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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져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겨
우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시력판의 가장 큰 표식도 보이지 않
아 50cm앞에서 겨우 손가락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빛의 유무만을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도 검사를 받았다. 

  캠프에 온 중국인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이미 백내장 판정을 받고 온 경우
도 있었다. 캠프에서 외래진료는 진료의 개념이라기보다 수술할 환자와 수술을 
하지 않을 환자를 구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한 번의 캠프에서 될 수 있으
면 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기 위해 캠프에 찾아온 환자 대부분 한 쪽 눈만 수술한
다. 따라서 외래진료를 통해 수술할 환자와 수술할 눈을 결정한다. 수술환자가 많
은 경우, 양쪽 모두 백내장이 진행된 경우 그리고 백내장의 진행 정도가 심한 환
자를 우선적으로 수술을 시행한다. 나이가 적은 30대-40대의 젊은 환자의 경우 
양안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외래진료실에서 의사는 먼저 환자의 차트를 훑어 본 후 환자의 눈 상태를 체
크한다. 환자 눈의 상태는 슬릿램프가 더 자세하게 의사에게 설명해준다. 의사는 
환자의 눈의 상태가 “좋습니다” 혹은 “백내장이네요”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수술 진행 여부를 말한다. 실제로 외래진료에서는 사시, 각막손상 혹은 그 외 다
른 안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캠프팀이 챙겨온 안과기구나 수
술 의료품으로 현지에서 치료나 즉각적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내장 캠프에 처음 참가한 한 의사는 환자들의 눈 뒷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한국과는 다른 진료환경, 부족한 안과기구로 인
해 제대로 진료를 볼 수 없음을 아쉬워했다. 의사의 수술경력이나 진료경험만큼 
중요한 요소였다. “최소 60세 까지는 위챗을 볼 수 있으세요.” 중국으로 거의 매
년 캠프를 다닌 한 한국인 의사는 현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진료내용을 전달하
기도 하고 통역봉사자 없이도 간략한 중국어를 습득하여 백내장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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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검사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시력 검사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한 명이 시력판을 짚으면, 한 명이 환자와 함께 서서 검사를 도와주
고 있다(2018년 9월, 연구자 촬영).]

  외래진료실에서 환자들은 의사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통역
봉사자의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다. 의사들 또한 진료를 할 때 환자를 
쳐다보기도 하지만 통역봉사자의 눈을 보고 자주 이야기한다. 현재 중국에서 신
발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교포 유소라씨는 2018년에 처음 백내장 캠프에 참가하여 
외래진료통역을 하였다. 유소라씨는 ‘앵무새처럼’ 의사선생님들의 말을 직접적으
로 번역하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유소라씨를 포함한 통역봉사자들은 환자들에게 
진료 내용 말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다. 통역봉사자들은 치료가 힘
들거나 불편한 환자들을 진료실 밖에서 잠시나마 위로하거나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쁨을 표하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웃기도 했다.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환자에게 나이들면 다 그렇다며 붙임성 
있게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유소라씨의 모습은 백내장 캠프에서의 역할이 
그대로 의사의 말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의사와 슬릿램프, 
환자와 통역자는 서로 연루되어 수술하기 적당한 백내장이라는 판정을 확정하고 
환자를 또 다른 의사와 도구들, 통역자의 관계망으로 구성된 수술실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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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외래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외래진료 전 정리해 놓았다(2018년 
9월, 연구자 촬영).]

  외래진료실에서 의사에게 백내장 수술결정이 난 환자들은 수술 예약을 한다. 
캠프의 진행과 경과관찰 시 환자의 수술날짜, 이름과 수술할 눈의 방향을 한 번
에 인식하기 위해 예약 환자를 받을 때는 요일에 따라 색깔번호표를 차트에 부착
하고, 환자에게 번호표와 같은 색깔의 팔찌도 준다. 환자들에게 부여된 한정된 수
술번호표는 ‘단기 캠프’의 한계의 표식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캠프에 찾아오는 
또 다른 백내장 환자들의 기다림의 연장을 의미한다. 

  이후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을 위한 필수 검사인 ARK 검사를 시행한다. ARK 
검사는 검사기계를 다룰 수 있는 검안사가 담당한다. 2018년 백내장 캠프에 참가
한 심수현 검안사는 단동, 대련 등 중국으로 4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백내장 캠프
에 참가했다. 심검안사는 캠프 이후에도 “중국이 좋아서” 하얼빈과 북경으로 언
어 연수를 다녀왔다. 캠프 일정 중에 A-SCAN 찍을 환자가 많아 긴 대화는 불가
능했지만, 그녀는 중국어를 익혀 환자들과 통역봉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통
하며 캠프를 진행했다. 그녀는 “중국환자들도 알 것은 다 안다”고 말한다. 이 말
의 뜻은 백내장 질병에 대해 알고 있으며, 캠프팀의 기술수준 또한 어느 정도 간
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환자들 중에서는 다른 중국 안과에서 진찰을 받고 
오는 경우도 꽤 있었다. 이런 경우는 백내장 수술을 미루다가 한국인 캠프팀에게 
받는 환자들이 많았다. 심검안사는 한국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심한 백내장 환
자의 경우 A-SCAN이 잘 찍히지 않아서 힘들다고 했다. 김주민 검안사 또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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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에서만 보던 백내장 케이스를 캠프에서 처음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인 
캠프팀 의료진에게 중국 백내장 캠프의 경험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백
내장과는 다른 생경한 백내장을 마주하는 경험이기도 했다. 다른 수술기구와 시
력측정기로 백내장 치료를 치료하는 것 또한 한국의 병원에서와는 다른 맥락에서 
백내장과 치료를 다시 바라보게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백내장 캠프 참가 의료진
은 매번 “쳇바퀴 도는 듯한 병원일”을 넘어 캠프가 새로운 일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외래진료실과 검사실에서 검사와 진료, 예약까지의 환자들의 동선은 원활하
게 순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캠프의 진행순서는 엉키는 경우가 많다. 외래진
료를 보는 의사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고 환자의 눈 상태에 따라서 재검사를 하거
나 환자들이 순서와 달리 다른 곳에서 기다리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외래진료실에서 활동가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환자의 차트를 읽
고 어떤 단계에서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환자가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
지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캠프의 순환을 총괄한다. 대부분의 일반 봉사자들은 캠
프 초반에는 혼란스러워 하지만 캠프를 진행하면서 캠프진행의 순서와 패턴을 자
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3) 백내장환자 산동(散瞳)하기 

  검사실에서 ARK, A-SCAN, 외래진료를 모두 마침 환자는 병원 측에서 진행
하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절차에는 환자 보호자의 지장을 받고 있었다. 또한 
환자의 주소, ID번호,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었고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수술동의서 작성 이후 환자들은 산동실로 이동하여 수술을 위해 
산동(散瞳)을 한다. 산동은 수술 전 환자의 눈에 안약을 점안하여 동공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산동 전 환자는 머리핀이나 장신구를 모두 제거하고 수술복
과 수술모자를 착용한다. 환자는 수술복 착용 후 마취제, 산동제, 항생제22) 세 가
지 안약을 5분 간격으로 순서대로 넣는다. 눈에 안약을 점안한 환자들은 한동안 
눈을 감는다. 눈을 깜빡이기도 한다. 흐르는 안약을 닦고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22) 프로파라케인(마취제), 미드린(산동제), 오큐프록스(항생제)을 점안한다. 이 안약 또한 
빛과 희망팀이 한국에서 수송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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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맞추어 안약을 넣는다.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산동이 될 때까지 
환자들은 한 동안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 산동이 제대로 된 동공은 빛을 비췄을 
때 흔들리는 반응이 없다. 산동이 충분히 되면 환자는 수술실로 이동한다. 

 

[사진6. 수술 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동을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산동실
은 수술실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다. 환자들은 산동실에서 수술복과 모자를 쓰고 
산동이 다 되면 수술실로 이동한다(2017년 8월, 연구자 촬영).]

2. 백내장 수술 진행

  백내장 수술은 3명의 한국인 안과 의사와 4명의 한국인 간호사가 진행하며, 
베드 하나 당 한 명의 통역자원봉사자가 동행한다. 환자들은 수술기구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수술실 베드에 눕는다. 통역자원봉사자는 수술에 대해 간
략하게 설명하고, 수술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술 전/ 2018년 9월 4일 참여관찰일지]

  9-10시에 외래에서 드레싱을 포함한 f/u[팔로우 업: 수술 후 경과관찰]이 끝나면 

수술을 시작한다. 의사들은 수술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간호사가 보조하여 수

술복을 입고 글러브를 낀다. 이어 환자와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환자의 수술 부위

를 소독한다. 8분에서 15분 남짓 걸리는 수술시간. 수술을 하면서 노래를 듣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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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수술실에는 음악이 끊이지 않는다. 활동가가 챙겨온 스피커는 이 때 유용하

게 쓰인다. 오늘 수술실에서는 올드팝이 흘러나왔다. 

  의사: [환자의 어깨를 잡고 한국말로 이야기] 안녕하세요. 눈 한 번 떠보

세요. 제가 수술할 의사입니다. 당뇨 있으시죠? 외래 보니 당뇨가 있으니, 

망막을 자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통역자원봉사자가 통역을 하였으나 환자는 별 다른 대답이 없음]

간호사: 눈 뜨세요. 잘 하셨어요. [얼굴의 1/3정도, 수술할 부위에 빨간

색 소독약을 바르고] 약간 따갑습니다. [간호사가 소독약을 바르고 통역자

원봉사자가 이를 통역하는 동안 환자는 별 다른 반응이 없다.]

의사: [수술을 시작하기 전] 당 조절을 잘 하셔야 해요.

  백내장 수술의 내용은 혼탁이 생긴 수정체의 내용물을 초음파로 제거한 후 
환자의 시력 도수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다. 수술용 현미경으로 환
자의 흐릿한 수정체를 보고 페코머신은 의사의 손놀림과 함께 딱딱한 수정체를 
깨뜨린다. 인공수정체는 간호사의 손에서, 의사에게로 건너가 환자의 눈 속에 자
리를 잡는다. 

 1) 환자와 손잡기

  한국어를 사용하는 의료진과 중국어를 쓰는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은 통역 자
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외래진료를 하거나 수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는 귀주병원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했고 환자가족이 동행하여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들은 수술 도중 불안한 기색을 내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
부분 차분하게 수술에 임했다. 수술실 안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눈 뜨세
요”, “움직이지 마세요” 와 같은 간단한 중국어만으로도 수술을 비교적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수술 중 통역을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를 우선적으
로 배치했고,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환자의 옆에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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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무료 백내장 캠프 수술차트(출처:2018년 백내장캠프 준비모임 자료집)]  
            

  물론 캠프에서 수술을 불안해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수술 중에는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은 환자들은 의료진들을 대상
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질문을 자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캠프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손잡기”
이다.  

[사례6: 손잡기의 다양한 용도/2018년 9월 11일 배유미씨 면담] 

무서우니까. 긴장을 하니까 말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려요. 왠

만하면 말을 하지 말아라. 의사선생님 놀라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까… 원래는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 위에다가 그거[수술모를] 씌워가지고… 머

리는 이 쪽에 둡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손을 배 위에 올리고 고정시켜놔

요. 손 잡는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머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

라[...]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이 놀랄 수 있으니까... 수술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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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내로 끝내니, 긴장하지 말고, 마음 편히 있어라. 하고 나면 선생님이 오세

요. 그리고 눈 벌리고. 수술 시작합니다[...]

[사진7. 수술실에서 통역자원봉사자가 환자의 손을 잡고 있다(2018년 9월, 연구자 
촬영).]

  배유미씨가 말하는 손잡기의 다양한 용도는 환자의 손을 잡음으로써, 환자가 
수술 도중 손을 올리거나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것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하는 것이다. 수술실에서 손잡기는 매우 간단한 행위 같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활동가는 수술실에서 손을 잡는 것이 환자들에게 “기를 모아서 에너지
를 전달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한 활동가는 수술에 불안감이 많은 환자의 경우 
손을 너무 꼭 잡아 자신의 손이 너무 아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아프리카에서 
진행했던 한 백내장 캠프에서는 수술실에서 한 자세로 오래 환자의 손을 잡고 있
던 자원봉사자가 너무 힘이 들어 일어나면서 갑자기 기절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
다. 이와 같은 사례는 예외적이지만 수술 할 때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생
각보다 많은 힘이 드는 일임을 보여준다.

  수술실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실이나 검사실에서도 손잡기를 포함한 신체적 접
촉은 캠프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령 시력검사를 할 때 한 쪽 눈을 
가려야 하는데, 시력검사를 해보지 않은 환자들은 한 쪽 눈을 제대로 가리지 않
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자원봉사자는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직접 손으로 눈가리개23) 를 잡고 한 쪽 눈을 바로 가릴 수 있도록 환자를 도왔

23) 나안시력을 검사할 때 한 쪽 눈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로 정식 명칭은 차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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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RK 나 A-SCAN 검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과검진 기구와 과정에 익
숙하지 않은 고령의 환자들은 검사를 위해 자리에 앉을 때나 눈을 깜빡이지 않고 
시력검사를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신체접촉이 필요할 때가 많았다. 

[사진8. 자원봉사자들이 수술이 끝난 환자의 손을 잡고 수술실을 나서고 있다. 
수술이 끝난 환자를 환자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2018년 9월, 연구자 촬
영).]

  2) 의사-간호사-봉사자의 관계

  캠프에서 의사들은 한국에서 접할 수 없는 백내장 케이스가 많고, 한국의 병
원과는 다른 안과기구, 진료환경으로 인해 수술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따라서 캠
프에서는 수술과 캠프 경험이 많은 ‘메인의사(Main Doctor)’ 한 명과 나머지 서
브 의사 2명을 지정한다. 보통 세 명의 의사 중 한 명은 외래진료를 보고 두 명
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 평균적으로 매회 중국 백내장 캠프에서는 
100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을 해왔다. 이 정도의 성과를 내려면 단기간 진행되는 
캠프에서 하루에 20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캠프나 수술경험이 
많고, 수술의 속도가 빠른 메인의사의 중요도가 커지기도 한다. 캠프에 참가한 한 
의사는 백내장 캠프가 이 메인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실제 백내
장 수술 경험이 적은 의사나 수술 속도가 빠르지 않은 의사들을 위한 환경을 마
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캠프에 참가한 의사들 모두 무리 없이 수술을 

이다. 캠프에서는 ‘눈 가리개’, ‘눈 주걱’으로 불리기도 했다. 



64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캠프경험 많은 의사의 조언 내지 대화는 외래
진료 시에도 수술 전에도 유용했다. 캠프경험이 많은 의사,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의사 혹은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 수술을 많이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의사와 
같은 구별은 캠프에서 의사의 능력과 전문성이 부각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캠프의 성과와 관련해서 빛과 희망 활동가는 백내장 캠프의 실적을 생각하
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며, 무료 백내장 캠프에 있어 수술 건수가 백내장 캠
프 ‘성공’을 논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평균 한 번
의 무료 백내장 캠프를 진행 할 때, 80-100건이 넘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평균 
수술 건수보다 적게 수술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NGO나 한인교
회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캠프에서 간호사들은 수술실의 환경 전반을 관장하고 낯선 수술실에서 수술
을 하기 위해 수술실과 소독실 세팅을 위한 준비, 정리 작업을 한다. 이들은 수술
실과 소독실, 산동실의 위치를 파악한 후, 수술실 내의 구도를 계획한다. 장비를 
놓을 상의 위치, 물품보관 장소와 위치 등을 지정한다. 또한 수술 직전에는 테이
블에 파란색 도포를 덮어 수술도구들이 오염24)되지 않도록 하고 원활한 수술을 
위해 박스를 활용하여 인공렌즈(IOL)를 정리한다. 수술을 하는 간호사는 스크럽 
간호사-Scrub(Instrument nurse)-와 서큐 간호사- Circu(Circulating nurse)-
로 나뉜다. 스크럽 간호사는 주로 수술 집도의를 돕는 역할로 수술에 사용되는 
각종 수술도구 및 소모품을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관리한다. 서큐 간호사는 
수술이 진행되는 무균상태의 각종 수술기구, 도구, 그리고 소모품을 스크럽 간호
사에게 전달하고 수술 전반을 보조한다. 구체적으로 서큐 간호사는 환자를 침대
에 눕힌 후 마취제 점안, 수술한 부위의 소독, 인공렌즈 로딩을 하고 수술에 필요
한 수술기구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등 의사의 바로 옆에 서서 수술을 보조한다. 
서큐 간호사는 의사나 스크럽 간호사가 수술실에 손을 닦고 들어오면 가운 안에 
있는 스킨 타올을 포셉으로 건네주고 가운을 입는 것 돕기, 페코머신 연결을 도
와주기, 수술 시작 후 페코머신 테스트 도와주기, 틈틈이 수술 리스트와 차트를 
정리해 주는 일 등을 한다. 이와 같은 간호사들의 역할과 과정은 수술을 집도하
는 의사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기구와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는 일의 
종류 또한 달라진다. 연구자의 관찰과 면담에 따르면 스크럽 간호사와 서큐 간호

24) 수술실에서는 컨탬-Contamination의 줄임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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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 간에는 특별한 위계는 없었다. 오히려 간호사들을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서
로 캠프와 관련된 상황과 참가한 의사들의 “수술 스타일”이나 자주 사용하는 도
구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큐와 스크럽 간호사의 역
할을 분배는 캠프에 함께 온 의사가 누구인가, 캠프경험 등을 고려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이루어졌다. 간호사들끼리는 함께 수술할 간호사들과 수술 시 
동선을 맞추어 보기도 한다. 이러한 간호사들의 사전준비는 한국과는 낯선 환경
에서 실수 없이 수술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수술을 모두 마치고도 간호사들
은 당일 사용한 수술기구의 개수를 세어 짝을 맞추어 도포로 싸고, 수술기구 소
독을 마무리하는 작업 등을 하기 때문에 캠프를 할 때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한다. 

  

[사진9. (왼) 수술베드 옆 수술기구를 정리해 놓은 모습이다. (오) 인공렌즈와 
수술차트를 정리해 놓은 모습이다. 의사들은 검사실에서 찍은 A-SCAN값을 보고 
환자에게 맞는 인공렌즈를 고른다(2018년 9월, 연구자 촬영).]

  수술방 경력 9년차인 김장미 간호사는 무료백내장 활동이 보람찬 경험이지
만, 부담스러운 면이 많다고 말한다. 이는 캠프에 참가하는 의료진들 또한 캠프비
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면이나, 휴가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빡빡한 
일정 속에서 낯선 수술실을 세팅하고 의사의 보조에 맞추어 빠르게 많은 건수의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경험이 많은 간호사라도 
해도,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진행하는 무료 백내장 캠프는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
으며 수술기구 소독이나 관리와 같은 부분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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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1번 이상은 캠프를 나가는 안과의사의 병원에 근무하고 자주 함께 
캠프를 다니는 황혜리 간호사는 “매번 캠프 때 실수를 할 까봐 가슴이 조마조마
하다”고 말한다. 의사들은 자신과 “손을 맞춰본” 간호사와 캠프에서 수술하는 것
을 선호한다. 황간호사는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의사와 6년간 함께 손을 맞춰왔
고 캠프도 자주 다녀온 편이었다. 하지만 황간호사처럼 캠프경험도 많고 수술보
조도 오래해 왔지만 여전히 매우 긴장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의료기구 팩킹에서 
수술실까지 그리고 수술의 진행과정까지 활동가와 간호사들의 노동은 비가시화 
되었던 노동은 일정부분 가시화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비가시
화된 노동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수술에 차질이 생겼을 때이다. 이와 같은 
점은 위태로운 순간들이 있지만 캠프의 수술실에서도 여전히 의사의 권위와 권력
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임소연 2012: 77-93).

 

[사진10. 수술실에서 수술도구와 소모품을 정리해 놓은 모습(2018년 9월, 연구자 
촬영).]

  소독실의 자원봉사자도 백내장 수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이다. 귀주병원은 2개의 수술베드가 있는 수술방과 그 옆 소독실을 캠프팀에게 
제공하였다. 소독실로 사용되는 공간은 한국인 캠프팀이 본격적으로 캠프를 시작
하기 전 청소를 했다. 소독을 맡은 자원봉사자들은 수술실 옆 소독실에서 수술기
구를 세척하고 소독을 한다. 이들은 수술실의 의료진과 똑같이 수술복을 입고 하
얀색 장갑, 수술모, 마스크를 착용한 후 소독을 한다. 소독기에 수술기구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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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하기 전, 봉사자는 피스톤과 멸균증류수(이하 증류수)를 이용하여 안과 기
구를 세척한다. 이는 때로 수술기구의 이물질이 안과수술기구 현미경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이물질까지 모두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척을 마친 안과기구는 소독기구25)에 넣어 소독을 한다. 소독을 위해서는 소독
기 몸체의 증류수를 넣어야 한다. 소독하는 동안 증류수가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증류수를 틈틈이 계속 채워준다. 증류수의 경우 병원 측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했
다. 수술 기구 세척 중에는 날카로운 수술기구에 찔리거나 2cm정도 되는 바늘 
크기의 작은 수술기구 부속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수술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수술실 옆 소독실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조심스럽게 소독을 해
야 한다. 백내장 수술 한 건당 필요한 세척에서 소독 시간은 10분에서 12분 정도
다. 수술 한 건에 짧게는 8분, 길게는 30분 정도 걸리는 2베드의 수술 속도를 맞
추려면, 소독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막힘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봉사자’는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수술실의 또 다른 중요
한 행위자이다. 캠프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 또한 캠프에 참여 전 소독기구의 
사용법, 소독과 관련된 기구와 간단한 소모품의 이름을 캠프의 과정에서 숙지해
야 했다. 이들은 캠프를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수술현장
의 일원이 된다. 마치 ‘금기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수술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캠
프의 경험은 빡빡한 일정과 적지 않은 캠프 참가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원봉
사자들에게 ‘강렬한 경험’으로 인식되며, 지속적으로 캠프에 참가하는 원동력이 
된다.

  외래진료실과 수술실에서 자원봉사자의 등장, 한국에서 수송한 기구들의 재
배치는 한국에서 마주하는 수술실과는 다른 또 다른 행위자와 수술실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백내장 캠프는 한국의 병원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는 환자들을 대상
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일종의 예외적 상황이면서 동시에 성공적인 수술이 진행
되어야 하는 새로운 무대이자 의례이다. 이 장에서 기존 수술실에서 보이던 행위

25) 정확한 명칭은 고압증기 멸균기이며, 캠프에서 사용한 기계는 스타팀(Statim)이었다. 
스타팀 121°C 가 넘는 증기를 이용하여 멸균대상물(수술기구)에 붙어있는 병원균을 
멸균하는 기계이다. 현장에서는 1 대의 소독기를 가져갔으며 소독을 일반적으로 “스타팀  
돌려야지”, “스타팀 빼”와 같이 대화했다.
(출처: http://www.edental.or.kr/goods/goods_view.php?goodsNo=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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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연합의 방식과 관계질서가 생성된다. 이 새로운 관계
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의 말을 환자에게 혹은 환자의 증상을 의사에게 번역하
고,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대화 하고,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언어적-비언어
적 영역을 포함한다. 치료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백내장 캠프에서 생성되는 빛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의 접합과 연결 속에서 창출된다. 

 

[사진11. 소독실에서 세척과 소독을 하는 장면(2018년 9월, 연구자 촬영).]

3. 백내장 수술 이후: 경과관찰과 마무리모임 

  수술 후 환자들은 수술복과 수술모를 벗고 수술 후 주의 사항을 들은 후 항

생제, 소염제, 진통제, 소화제가 든 약을 받고 귀가한다.26) 수술실 밖에서는 보통 
환자의 보호자들이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환자들이 수술한 후 받는 주의사항 
안내문에는 안구보호대를 빼지 말 것, 수술한 후 경과 관찰 안내, 나누어준 약은 
얼마나, 몇 번 먹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사항들이 적혀있다.

  한국인 캠프팀은 첫째날을 제외한 캠프의 4일 동안 매일 아침 수술한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모든 수술 환자의 경과를 관찰한다. 경과 
관찰은 환자의 수술한 눈 주위를 소독솜으로 닦고, 항생제, 소염제를 점안하는 것
(드레싱)이 기본이다. 이어 수술경과에 따라 의사의 판단 아래 안압 체크, 나안 

26) 수술 후 환자에게 제공되는 복용하는 약이나 점안하는 안약 또한 NGO ‘빛과 희망’이 
준비하여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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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ARK 체크를 병행한다. 마지막 캠프날에는 안과의사와 간호사까지 모두 투
입되어 환자들의 경과관찰을 돕는다. 양안 수술을 한 환자나 수술이 어려웠던 케
이스의 경우 따로 자세하게 체크하기도 한다. 

[그림8. 백내장 캠프 후 환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수술 후 주의사항 안내문]27)

27) 수술 후 주의사항 안내문 한국어 번역:  수술 후 주의사항 복약방법
1. 수술 후 다음날 재진 후, 눈가리개를 떼지 마시오. 수술 후 다음날, 진료 후 일주일간 
낮에 활동하거나 밤에 취침 시 모두 눈가리개를 해야한다.

2. 수술 후 다음날 아침 8시, 그리고 백내장 캠프 마지막날(금요일)아침 8시, 반드시 내원
하여 재진 받아야 한다.
3. 구강으로 복용하는 약은 이틀 복용해야하며, 하루 2번, 식후 30분 복용 가능하다: 아침 
한번, 저녁 한번.
4. 안약: 수술 후 다음날 재진 후, 의사는 환자에게 안약을 줄 수 있다.
A.항생제: 하루 4회 (아침, 점심, 저녁, 수면전)/ B.소염제: 하루 4회 (아침, 점심, 저녁, 수
면전)
5. 수술 후, 눈을 비비거나 문지르지 마시오.
6. 수술 후,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너무 과로하지 마시오.
7. 수술 후 2주 후 비로소 눈을 씻을 수 있고, 살살 씻어야 한다.
8. 수술 후 1개월 내, 음주나 흡연을 하지 마시오.

환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70

  경과 관찰 시에는 외래진료실과 검사실에는 환자들을 부축하기 위해 온 가족
들까지 더해서 말 그대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자원봉사자들은 소란스러
운 상황에서 큰 소리로 약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환자들이 제대로 줄을 설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에게 정확하게 투여 횟수를 알려주기 위해 약통 겉면에 
매직으로 점안 횟수를 적고 설명을 하기도 한다. 약 투여 방법은 환자들이 직접 
듣기도 하지만 환자와 동행한 보호자(주로 배우자나 딸, 아들 혹은 손자)에게 하
는 경우도 많다. 시력이 좋지 않은 환자들의 보호자가 되는 가족들은 단기간 정
신없이 진행되는 백내장 캠프에서 환자를 돌보고 수술이후 경과관찰까지 동행하
는 또 하나의 눈과 귀였다. 22년 동안 자신의 딸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한 
중국인 환자는 누가 봐도 자신과 똑 닮게 나이 들어 있는 딸의 모습뿐만 아니라 
손녀의 모습까지 또렷하게 보게 되었다. 정작 눈을 뜬 환자는 고맙다는 말 외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짧은 순간 눈물을 흘렸다. 

  경과를 관찰 때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과자나 과일을 가지고 와서 
캠프팀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경과 관찰을 받은 환자들이 한국인 봉사자들의 손
을 붙잡고 중국어로 감사 인사를 건네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 캠프가 끝나는 마
지막날, 한국이 캠프팀은 외래진료 차트와 수술 차트는 모두 병원 측에 두고 온
다. 혹시 환자들이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경과 관찰 때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12. 경과 관찰 이후 안약을 받아가는 환자 보호자의 손(2018년 9월,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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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래진료 수술 2018 외래진료 수술

백내장 후발성
백내장28)

백내장 후발성 
백내장

1일 78 25 - 1일 81 25 -

2일 100 31 - 2일 116 26 -

3일 93 25 - 3일 104 26 -

4일 92 10 1 4일 104 23 -
5일 89 - 1 5일 103 - -

총계 452 103 총계 508 100

[표4. 2017년, 2018년 귀주성 무료 백내장 캠프 성과]

  5일 동안 외래진료실, 검사실, 산동실과 수술실을 오고가며 바쁘게 봉사활동
을 한 뒤, 한국인 캠프팀은 마지막날 공항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헤어지기 
마지막 날 밤, 귀주병원에서 참가자들은 마지막 모임을 갖고 소감을 말한다. 참가
자들이 자주 언급한 것은 팀워크와 협력이 좋아 감사했다는 내용이었다. “한 사
람, 한 사람이 중요했다” “일하는 사람들(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의 장점만 보이는 
경험 이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라는 참가자들
의 소감은 기존 수술실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행위자들의 등장과 이들의 연결망이 
캠프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백내장 캠프가 끝난 뒤, 한국에 돌아온 한국인 캠프팀과 한인교회 캠프팀은 
따로 피드백을 한다. 한인교회 참가자들은 교회 신도들 앞에서 캠프 후 간증문을 
작성하여 이를 읽기도 한다. 한국에서 진행된 마무리 모임에서는 무료 백내장 캠
프에 대한 참가자들의 솔직한 감상과 피드백이 오고 갔다. 우간다, 스리랑카 등으
로 캠프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한 의사는 중국 귀주성 캠프가 음식이나 숙소의 
질 면에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병원 측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사는 “우리나라 15년 전, 바로 그 수준의 진
료실에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하며, “사실(수술실의 환경이 다른 

28) 후발성 백내장은 수술 후 남아있는 세포의 증식으로 발생한다. 백내장 수술 후 수개월
이나 수년이 지나 다시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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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다 돈이다”는 말을 더했다. 이 말 속에는 한국의 안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안과기구들과 비교해서 캠프의 수술기구나 환경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경우 캠프에서 보다 (사전절차나 검사들
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5단계에서 7단계 정도로 길게 진행되며, 수술 기구 또한 
캠프에서 사용되는 기구와는 다르게 매우 고가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백내장 캠프가 이루어진 귀주병원은 캠프 개최사실을 큰 전광판으로 광고를 
할 정도로 꽤나 규모 있는 병원이었고 병원의 시설이 생각보다 잘 갖추어졌다는 
의료진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측면은 참가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
을 갖게 했다. 한 의사는 캠프를 마치고나서 중국은 참 모순적인 나라라고 이야
기했다. 그의 발언은 대외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으면서’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중
국에서 캠프를 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 곳에 정말 캠프가 필요한가하는 
질문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크게 질문되지 않았다. 한 활동가는 중국에서 백내장 
캠프의 필요성에 대해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원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곳의 의료진들은 여전히 기술과 훈련
된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활동가의 대답은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했다는 사실과 동시에 ‘빈국’의 이미지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
내고 있다.

  실제 한국인 캠프 참가자들이 캠프 이후 떠올린 중국인 환자들에 얼굴은 자
신이 경험한 캠프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출몰한다. 누군가에게는 거침없이 질문
을 하는 환자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자신에게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싯누런 치아’, ‘찐득한 피부’에 수술 한 후 눈곱을 닦
아내야 하는, ‘가난하지만 귀여운 노인’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캠프
의 환자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라는 점은 한국인 참가자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거나, 한국의 ‘가족’을 떠올리게 했다. 실제 한 참가자는 백내장 환자
들을 도우러 온다고 하지 않고, “여기 어르신들 돕는 활동”으로 캠프를 이야기하
기도 했으며 캠프 마친 뒤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통 해야겠다고 말한 참가자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인 캠프팀이 귀주성으로 간 것은 이들을 ‘돕기 위해 간 
것’이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중국 중에
서도 비교적 가난한 지역이 ‘귀주성’이라는 낙인은 ‘가난한 중국’의 이미지를 재
생산하는 측면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성장했지만, 종교활동이 자유롭
지 않은 중국을 체험하는 것 또한 중국은 ‘결핍된 나라’라는 인식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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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백내장 캠프에서 각 주체의 빛과 믿음의 다의성

    Ⅳ장에서는 귀주성 백내장 캠프의 진행 순서와 내용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 
참가하는 행위자들의 양상과 관계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외
래진료실이나 수술실에서 볼 수 없었던 자원봉사자들의 등장으로 백내장 환자들
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의
료선교이자 국제보건 활동 현장은 의료진과 환자, 육체적 치료와 영혼의 치유, 한
국과 중국 혹은 서구-비서구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서, 치료과정에서 비 의료
진들의 역할, 한국에서 수송해 온 의료기구와 약품과 같은 새로운 행위자와 요소
들의 연합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 귀주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백내장 캠프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귀주성이라는 지역적 낙인과 
함께 ‘가난한 중국’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어 Ⅴ장에서는 이러한 무료 백내장 캠프가 지속될 수 있는 동인을 ‘빛과 
믿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백내장 캠프를 통해 개안한 환자들은 빛을 회복한 존
재이다. 하지만 이 빛은 캠프에 참여한 주체들에 따라 종교적·정치적 의미를 띠고  
나타난다. 빛은 개안이라는 시력 회복의 의미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눈뜸’의 의
미로도 나타날 수 있다. 또 한편 개발과 진보의 담론으로 유통되기도 한다. 본 장
에서는 이와 같이 백내장 캠프에 참가한 각 주체의 빛과 믿음의 의미를 살펴보
고, 캠프에 참가하는 행위자들의 각기 다른 중국의 근대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개신교 신자의 빛과 믿음: 구원의 빛과 믿음

‘빛’은 기독교 성경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성서의 가장 첫 
장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세계에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라고 기록
하고 있다. 다메섹에서 회개 한 뒤 ‘눈’을 뜬 바울(사도행전 9장), 맹인을 고친 기
적을 보인 예수(요한복음 9장),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군사 18만 5천명
의 눈을 한 순간 어둡게 하였다는 이야기(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빛’은 하나님
의 직접적인 ‘간섭’과 연결된다. 이러한 빛의 상징성은 과거 피터 파커 선교사뿐
만 아니라 현재 한인교회에게 또한 구원의 빛으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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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유되어 실천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총 103명의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명을 찾았습니다.” 한인교회는 2018

년, 또 한 번의 무료 백내장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직접적인 말씀전파 
없이도 말이다. 선교목적으로 캠프를 진행하지만 직접적인 포교활동을 하지 못하
는 상황에 대해 한 캠프참가자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선행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꾸준한 관계 맺음으로 그들을 ‘감화’시키는 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반면 이러한 백내장 캠프 활동이 ‘봉사활동’일 뿐 선교는 아
니라는 신자의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한인교회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를 간접선
교로 여겼다. 메간 베한(Megan Vaughan)은 선교적 목적의 의료 활동이 ‘전인적
인 방법(Holistic way)’의 맥락에서 육체의 치유와 몸의 정치를 신앙과 동일하게 
보았다고 분석한다. 의료선교는 환자로서 한 인간의 몸을 근대적인 인간상으로 
전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치료와 육신의 치료를 동일시하며 ‘전
인적’ 치료를 표방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의료선교에서 환자들의 병은 고치
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개혁과 
연결되어 인식되기도 한다(Comaroff 1997b; Vaughan, 1991: 57). 

  현재 중국의료선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중국 당국의 규정에 따라 개신교의 복음으로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캠프에 참가하는 신자들은 성경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찬양을 부
를 수도 없다. 한국인 캠프팀은 환자들 혹은 백내장 캠프에 참가한 중국인들이 
복음을 수용하였다거나 이들의 선행이 선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도 힘들다.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캠프에 온 중국인들이 한국인 캠프팀
의 활동이 선교 목적이 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 정도이다. 이 지점
에서 신자들이 의료선교를 한다는 것은 곧 영혼과 몸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이 
분리되지 않는 활동이다. 의료선교 현장을 몸-영혼의 이원적 용어로 도식화 하는 
것은 이러한 두 영역의 혼종스러운 양상을 담아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실제 현
장은 이 두 가지 범주가 명확하게 분리된 영역이라기보다 두 경계는 흩어지고 재
창출된다(Comaroff 1997b). 

  한편 연구자는 현장연구 과정에서 한인교회 신도들에게 선교를 포함한 신앙
생활이 이들의 유동적인 삶 속에서 중요한 버팀목이자 대항적 서사의 역할을 하
고 있음을 확인했다.29) 중국 내 한인들은 집단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온 경향이 있으며, 연구자의 참여단체의 한인교회 신도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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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회활동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김윤태·안종석 2009). 신도들
의 관계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경말씀 모임이나 기도모임, 선교를 위한 바자회, 
그리고 백내장 캠프를 후원하는 일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신도
들은 사업의 동향이나 주변에 일어난 사고나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공유하고, 식
사, 생일 같은 기념일 등을 함께하며 관계를 지속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서 
한인교회 신도들의 신앙생활은 중국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큰 서사인 동시에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망의 요체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은 대
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대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중 수
교 이후 초기에 중국으로 들어와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 신도들의 경우 중국의 빠
른 경제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단체인 재중 한인교회는 2015년에 중국 종교국에 의해 폐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폐쇄 후에는 약 3개월
간 여성신도들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모임을 지속했고, 이후 허가를 받은 호텔의 
연회장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다.30) 매주 일요일 아침 몇몇 신도들은 호텔의 
연회장에 드럼, 건반과 같은 악기를 배치하고 교회행사의 내용이 적힌 포스터를 
테이프로 붙인다. “외국인들은 여권을 지참해야 참석이 가능하다”는 안내판도 잊
지 않는다. 신도들은 교회 내에서는 교회의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담임선
생님, PD님, 과장님과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 위챗이나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
낼 때도 목사님의 경우 ㅁㅅㄴ, 기도는 ㄱㄷ 와 같이 자음으로만 표기하는 등 대
화와 기도의 내용 모두 조심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교
회가 폐쇄당하거나 목사가 추방당하는 등 불이익의 요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신앙생활조차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한 신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외국인 개신교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항상적 경계와 

29) 본 연구의 연구단체인 한인교회가 위치한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할 수 없어 대략적인 
정보와 내용만 기술했음을 밝힌다. 재중 한인들의 삶과 관련한 인류학연구로 구지영(2011, 
2014), 장수현(2012) 참고.

30) <중국 국경 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94.1.31 발표)으로 사실상 외국인의 
중국 내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날짜에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
례> 발표, 시행으로 내국인의 종교활동 제한했다. 또한 <종교활동장소 연도조사규
칙>(96.7.29 발표)으로 종교활동장소를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외교부 2017: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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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검열을 수반하는 활동이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개발계획 과정 이후 70년대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은 점
진적으로 종교인과 비종교인간의 연합에 있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띠
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상황은 후진타오 이후 경제 발전에 성공한 시진핑 
정부 들어와 개혁개방 이후의 종교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김애린·김형근 2017). 이에 따라 한인교회 또한 구령활동이나 신앙 
생활함에 있어 더욱 “납짝 엎드려” 조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백내장 캠프는 교회에서는 비중 있는 행사 중 하나이
지만, 백내장 캠프를 시행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내막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자들
이나 목사들만 공유할 뿐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발설
하는 것은 이와 관계된 중국인 신자나 목사를 생각했을 때 조심스러운 것이다. 
더군다나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주재원이나 유학생, 언어연수
생과 같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임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았다.31) 때문에 대부분의 신도들은 ‘임시적 존재’로 중국에서 체류했으며, 언젠
가는 떠날 것을 염두에 둔 ‘이방인’같은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유동성 속에
서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할 교회의 활동을 맡아서 할 상황이 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연구자는 면담을 위해 백내장 캠프와 관련하여 몇몇 신도들에게 교회의 
역사와 폴라드 선교사의 사역과 백내장 캠프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기도 
했으나, 20대 중 후반 정도 되는 신도들이나 교회에 출석하지 오래 되지 않은 신
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지 못했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한인교회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은 선
교나 포교가 불가능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도들이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
를 한다는 것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한국으로 돌
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를 타지에 보내듯 ‘파송’32) 한다고 표현할 

31) 한인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60%, 임시적으로 거주하
는 사람이 40% 정도 된다고 한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에 1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수는 약 70만 명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민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중국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민 정착이 아닌 장기 거주형
태로 살아가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관리제도와 한국인 장기 체류와 관련하여 (이래호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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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다. 한인교회 신도들이 강조하는 것은 말로 선교를 할 수 없어도 삶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다. 직접선교가 아닌 삶에서 선행을 베풀어 선교사적 주체가 되
기를 지향한다.

   [사례7: 이 시대의 선교현장/ 2018년 2월 6일 이명호씨 면담]

연구자: 변화, 지속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명호: 꽌시는 아닌 것 같고, 꽌시는 하나의 선물로 주신 것 같고. 저는 개

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 생각을 하고 움

직였지만, 사실은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

나 은혜를 알게 해주셨어. 해 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던지. 이 시대 살면서 선교의 현장을 누구나 다 가볼 수 있는 거

는 아니잖아...

[사례8: 대대손손/ 2018년 8월 26일 고동욱씨 면담]

연구자: 실제로 묘족들을 교육을 했는데 선교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고동욱: 그럼. 지금도. 귀주성 주변에. 안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면 삼자

교회가 커. 묘족교회가. 지금도 규모가 크고. 잘 이어져 오고 있고. 이게 좀 

차이인데,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 쪽 계열에서 진행했던 이 선교 사역

들. 복음 중심으로 한 곳들은 잘 이어져 오고 있고, 교육 의료 중심으로 이

렇게 사역을 하셨던 곳은 지금 좀… 기독교인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침체되

어 있는. 지금 석문항처럼 관광 명소가 되는...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해. 그러

나 어떠한 방향이든 두 분 선교사들의 순교의 값으로. 석문항이라는 곳, 거

푸, 안순, 또 사푸산. 이런 지역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그 문화가 계속 이어

져 오는[… ]대대손손. 그런. 지금도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이명호씨는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지속적인 통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령활동
을 지속할 수 있었음을 단순히 이들이 구축해 놓은 중국 내의 내적 연결망 덕분

32) ‘파송’은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타국으로 보낼 때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이다. 



78

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구령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롭게’ 변화
하면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백내장 캠프의 참가자 또한 선교와 
봉사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교적 마음으로 행위함”으로 선교를 했다고 설
명한다. 이와 같은 신도들의 설명은 종교적 믿음이 종교적 실천과 내적으로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실천이 이들의 종교적 믿음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하홍규 2010). 한인교회 신도들은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며 중국이라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자,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를 잇는 중간자
인 선교자의 역할을 강하게 내세운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이주한 중국사회에서 
일정부분 적응을 지향하는 동시에 신앙적 실천에 있어서는 불화한다.

   고동욱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개신교 신앙의 색채는 중국 사회에서 유폐될 
수밖에 없었지만, 폴라드 선교사의 계몽과 의료 활동은 개신교 금지와 ‘박해’의 
시기 가운데서도 진보의 모범으로 살아남았다. 그것은 공산당원이 쓴 책으로 이
어져왔다. 희미하게 남은 믿음의 서사는 빛이라는 감각을 만나 다시 한인교회 신
자들의 손에서 운동하게 되었다. 구령활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믿
음을 지키는 동시에 이를 표현하여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었
다. 

[사례9: 신앙에 눈뜸/ 2018년 1월 11일 임재욱씨 면담]

임재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저는 신앙에 대한 눈을 떴어요. 

신앙의 개안을 한 거죠. 어떤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어 저 사람은 자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그렇지? 뭔가 안쓰러워 보이

고… 근데 표정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하는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

망을 두고 정말 참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거다. 저는 

닫혀 있던 제 마음, 그냥 교회 예배를 가고, 기도는 하고, 말씀을 알지만 행

하지 못한 사람…  저는 말씀은 알지만 행하지 못한 사람... 근데 거기서[백

내장 캠프에서] 닫혀 있던 시각들이 열리게 된 거죠[… ]

  중국에서 가족과 함께 한인마트 운영하며 장기간 거주 중인 임재욱씨는 2015
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다. 임재욱씨는 백내장 캠프를 통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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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는 것을 넘어 행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시행하는 
한인 교회의 무료 백내장 활동이 선교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캠프 참여
자들의 대답은 모두 달랐다. 하지만 면담을 통해 신자들에게 캠프의 경험은 ‘그들
(캠프에 참가하는 환자)’에게 믿음을 부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나’의 믿음을 강화하거나 확인하는 경험으로 자리매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례10: 하나님은 더 믿게 된 계기/2018년 2월 6일 이재한씨 면담]

[백내장 캠프가 선교인가 물어보는 연구자의 질문에]

이재한: 선교요? 선교라기보다는 저희가 섬김을 받고 왔죠. [긴 침묵] 선한 

행위를 했다고 어떻게 보면 선교일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저희가 가가지고... 

음... 뭐라고 하지 도움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

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고, 그것도 선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더 믿

게 만드는 것. 저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된 계기가 됐어요.

[사례 11: 그 마음이 선교/ 2018년 1월 25일 배유미씨 면담]

배유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선교 목적이 아니라 봉사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

데… 생각 후에 내린 결정은 제 스스로 이거는 선교다. 제 스스로, 제가 했었던 

모든 행위들, 품었던 마음들은 모두 선교고, 그렇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봉사

에 불과하다. [...] 그니까 거기에 가서 놀고 싶은 마음, 아니면… 둘러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왜냐하면 거기가 완전히 깡시골이 아니

었기 때문에... 완전히 시골이 아니어서… 좀 번화가도 있었고, 쇼핑몰 이런데도 

많았는데, 그런데를 저 스스로 안가고 자제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여기 놀러 

왔다는 게 아니라 행동도, 말투도 조금 더 조심[...]  

  자신들이 ‘섬김’을 받고 왔다고 말하는 캠프 참가자 이재한씨 또한 백내장 캠
프가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유동적인 상황, 무
료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싶어도 대외적인 환경이나 정책 변화와 같은 변수들이 산
재한 상황에서 백내장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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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신앙생활의 신실함을 입증하기도 한다. 캠프를 개최하기 위해 대외적인 환
경의 변화나 의료사고와 같은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백내장 캠프를 준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를 개최하며 신자들은 ‘은혜’를 경험한다. 의료봉사 할동
을 가장한 불법인 선교활동은 신자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한다(강윤희 2012). 이들 
신자들에게 선교의 ‘소명감’은 바로 ‘그 곳 사람들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 소명
감의 실천은 그 곳에서 예배하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무료 백내장캠프 활동은 중국인 환자들에게 증여되
는 ‘구원의 빛’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접 백내장 활동을 하는 신도들 자신의 
‘구원의 빛’을 의미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개신교도의 시각에서 
중국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나 “자유롭지 않은” 국가이다. 놀라운 경제발전으
로 인해 한인 신도들에게 중국은 부강하고 진보한 나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
만 여전히 신앙적으로 자유함이 없고 여전히 ‘메마른 국가인 것이다. 

2. 중국병원의 빛과 믿음: 계몽과 믿음

  빛은 이성, 밝음, 투명의 의미를 포함하며, 이러한 빛의 이미지는 계몽, 진보
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며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19세기 의료선교를 
행했던 선교사들이 남긴 문건들에서도 빛의 이미지적 역할이 발견된다. 아프리카
의 의료선교사들은 식민지 기간 동안 열대지방에서 일하는 ‘새하얀’ 의사의 이미
지를 가졌다. 빛은 계몽주의의 상징이자, 교사들에게 부과된 일종의 도덕적 의무
이, 선교활동으로 선교지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현지인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노
력과 연결되고, 일종의 도덕적 위계와 지배를 정당화 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Comarroff 1997b: 186; Vaughan 1991: 55).  

  앞서 살펴본 사무엘 폴라드 선교사의 활동은 성공적 계몽, 진보의 표본으로 
중국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드러났다. 이는 1985년 당시 귀주성 서기로 임명
된 후진타오가 귀주성에 부임한 후 각급 기관의 간부회의에서 폴라드 선교사의 
석문감 사역을 모범사례로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2011년, 중국 중앙 TV에
는 폴라드 선교사의 석문감 활동과 그 영향을 “저 하늘 너머(在天那邊)”라는 제목
으로 3회에 나누어 방송하기도 했다. 선교사의 사역이 주목 받은 큰 이유는 비록 
그것이 선교목적의 활동이었지만, 묘족 문자를 창제하고, 천연두 예방 접종을 비
롯한 의료 활동이 큰 성과를 가져왔으며, 이 ‘계몽’과 ‘발전’의 서사가 현재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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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을 표방하는 ‘중국의 꿈’ 과 공명하기 때문이다(우심화 2013: 66). 
  계몽의 서사로 새롭게 발굴된 선교사의 활동은 한인교회에 백내장 캠프로 이

어졌다. 귀주병원은 한인교회와 ‘빛과 희망’팀을 환자들에게 한국의 “시력회복조
직”으로 소개하면서 “탑 클래스의 한·중 전문의”가 환자들의 눈을 밝혀주는 공익
활동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방송국에서 무료 백내장캠프의 장면을 촬영하여 방
송으로 내보냈다. 방송은 약 7분간 방영되었으며, 내용은 주로 중국인 의사가 백
내장의 발병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었다. 실제 캠프에서 수술과 
진찰은 모두 한국인 캠프팀이 진행하였고, 안과기구나 의약품 또한 한국 캠프팀
이 수송해 온 것들이었지만 한국인 캠프팀이나 NGO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방
송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방송내용은 귀주병원을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오
는 동시에 이들이 선진화된 의학기술로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방송은 국가적 돌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담론을 창출한다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화된 사회’가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라면, 과거는 아직 근대화가 이루
어지지 않은 어두운 날들이다. 빛을 보는 것은 근대화의 거대한 서사의 일부로 
읽을 수 있다. 계몽의 빛과 진보에 대한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백내장 캠프는 의
료선교와 국제보건 활동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활동은 진보, 발전으로 유통되기도 
했다(Sneath,  2009). 이 과정에서 중국인 환자들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혹
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구획된다. 아이러니하게도, 2014년 중국 지린성 
의사 11명이 북한 남포시를 방문하여 백내장을 앓고 있는 현지 주민 약 140명을 
수술하고 7천 만원 정도의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북한 측에 제공했다. ‘혈맹관계’
를 강조해 온 중국과 북한의 관계 속에서 백내장 의료기술이 또 다른 맥락에서 
진보와 발전의 상징과 함께 연행되는 것이다. 자선의 얼굴을 한 계몽과 발전의 
‘빛’이 다른 속도로 굴절하고 있다.33)

  종교적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세계에 대한 인식의 눈을 결정하는 것이기
도 하다. 이를 통제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모두 동질적인 존재가 되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1949년 이후 공산당은 자신들의 사상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
해하고 종교를 미신으로 취급해왔다. 이에 따라 공적 세력인 국가가 종교집단을 
포함한 사적 세력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시도가 공산당 정부 수립 이후 지속되

33) 『뉴스Y』,  2014, 10.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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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김광억 1993).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규정하는 미신은 점술, 관상, 풍수, 
운세, 문자점, 초혼(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행위), 해몽, 승천, 신 내림, 병 고침
과 귀신을 내어쫓음 등을 말한다. 여기서 개신교와 관련된 것은 승천과 병 고침
과 축사(逐邪)이며, 병 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기도는 대표적인 미신행위로 ‘타파
해야 할 믿음’이었다(김영호 2015: 65).

  초기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 당시 중국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모택동은 
1944년, 문화 공작에서 통일전선 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그는 문맹 미신 
비위생적 관습과 같은 봉건적 잔재를 극복하는 일이 일본 제국주의자와 싸우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의학 또한 혁명운동을 가로막는 요인에 포함
되었다.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치료와 그 과정은 곧 더 나은 세계가 하나
의 공공재로서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해석
된다(Adams 2005; 이종찬 2003). 이와 같이 1978년 이전의 중국의 근대화는 자
본주의 근대화의 비판이었으며 동시에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의 시기
였다. 역사적 운명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공산당 조직의 집중화 경향(민주 집중
제, 민주 독재)은 유신론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진정한 관용도 수용하지 
않았다. 종교학자 양경곤은 중국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는 과정이 
질적으로 종교경험의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는 지난 날 
일어났던 모든 것과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설명했고, 죄악과 폭압으로부터 선과 
정의의 윤곽을 도출해 냈으며,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인간
의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신론적 종교와 공
산주의의 관계를 신앙과 신앙의 만남으로 보고, 두 믿음을 갈등관계에 있다고 분
석한다(양경곤 2011[1961]; 이현정 외 2017: 105-110). 

  개신교 신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끊임없는 박해와 투쟁의 고통을 받아왔다. 
중국의 개신교도들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내부의 질서에 포
섭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배제되어야 할 존재로 다루어져왔다(아감벤 2008). 하지
만 인민들을 계몽하여 ‘진보’를 이루고자 한 공산당원의 믿음과 서구 선교사들의 
믿음 모두 ‘진보에 대한 믿음’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인민이나 현지인 모두 통제
나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한 국가 근대화 프로젝트 속에서, 한국 
NGO의 의료선교는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개신교 믿음의 ‘소
멸’이 아니라 ‘통제’를 원하고 있다. 여기서 통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하나의 중
국을 만들기 위한 질료가 되는 집합적 믿음을 생산하고 이러한 믿음을 통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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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의 일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인 환자의 빛과 믿음: 불신하는 환자들

  “환자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입니다.” 백내장 캠프 직전 교육
에서 활동가는 귀주성에서 환자들을 불쌍한 사람이 아닌 ‘아픈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캠프에 환자들을 동정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안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캠프가 열
리는 곳이 귀주성이라는 점은, 캠프 참가자들에게 대외적으로 표상되는 부유한 
중국과는 다르게 ‘가난’이라는 수식어와 연결되어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실제 
캠프의 환자들을 모집하고 수술대상을 선정할 때,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따로 확
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귀주성 내에서도 의료접근
성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캠프팀의 병원은 비교적 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 위
치한 병원이었다. 귀주병원은 한국인 캠프팀에게 현재 캠프가 이루어지는 병원보
다 ‘시골’에 있는 병원을 캠프 장소 후보로 소개해 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귀주성이라는 지역적 낙인을 넘어 백내장 캠프에서 환자들은 어떠
했는가? 실제 귀주성에 백내장 캠프를 하기 위해 한국인 캠프팀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을 마주한다. 환자들의 기다림은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보 받는 것으로 시작해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산동을 하고, 
수술을 하고 또 수술 경과를 관찰하는 캠프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 이 과정
에서 내년에 수술일정을 약속하는 환자들이 생기기도 한다. 수술 환자들은 보통 
현 단위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오기도 하고,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 한 두 명
이 환자와 동행한다. 이들은 진료와 수술을 기다리며 길거리 음식을 사먹으며 끼
니를 때우기도 하고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대부분의 환자들
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지만 몇몇 환자들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불평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스스로의 차트를 보면서 다른 환자의 차트를 비교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서로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나 자신이 살아온 날들
에 대해 나눈다. 한 환자는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은 수술이 다 끝났는데 나는 언
제 수술을 하느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갈 수 있나 자원봉사자에게 
질문을 하며 불안함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실제 한국인 캠프팀이 수송해 온 수



84

술기구가 ‘최신식’의 수술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인 의사’, ‘한국의 수술 기
구나 렌즈’와 같이 ‘한국’이라는 수식어가 환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캠프에 참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기다림 또한 사실은 수
동적인 모습이 아닌 치료를 위한 능동적인 주체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백내장 수술이 불가능하지 않은 귀주성에서 환자들이 캠프에 참가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인 의료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예
로 2018년 캠프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은지 2년 남짓 되었다며 캠프를 찾아온 
한 중국인 여성은 50cm 앞에 있는 손가락만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 이 여성은 한국인 의사라면 혹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캠프에 방문했다. 진료결과 치료시기를 놓쳐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
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이 여성은 자원봉사자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캠프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혹은 치료시기를 한참이나 놓친 환
자들이 혹시나 치료를 받아 빛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찾아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6회 째 진행된 한국인들의 백내장 캠프는 어느 정도 입소문
이 나 있는 상태였으며, 캠프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환자들이 한국인 의료진들
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 의사가 한 
말이 환자들에게 ‘청심환’같다고 표현한 참가자도 있었다. 두통이 있어도 “수술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라는 한국인 의사들의 말 한 마디로 환자들의 발걸음이 가
벼워진다는 것이다.

 [사례12: 믿을 수가 없어/ 2018년 9월 10일 유해영씨 면담]

연구자: 한국 의사를 중국인 의사들 보다 믿고 그런게 있어요?

유해영: 기술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랬어. 어떻게 몸이 이 정도 되

도록 방치하고... 왜 지금 몇 년 동안 안보였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했을 

텐데...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병원에 와서 간단하게 수술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

지 끌었나…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해… 그냥 

어느 정도 좀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 믿을 수

가 없어서…급하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이 한 쪽이 내년까지 못 기다리

고… 많이 악화될 상황인데도...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시거든… 근처에 병원에 가

서 수술 하시든지 급하시면… 근데 (환자가)하는 말이... “아니야. 내년에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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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사례13: 중국꺼는 모두 짝퉁/ 2018년 9월 11일 배유미씨 면담]

[환자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배유미:　환자랑은 이 이야기 했어요. 중국거는 다 짝퉁이라고... 한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여기서 이거 하냐... 그 할머니가 딱 보기에 돈이 없어서 

오신게 아니라 목에는 진주목걸이, 금반지… 막... 딱 봤을 때도 재력이 있으신 

분 같은데.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중국거는 안 좋고, 

중국꺼는 짝퉁이 많고... 그래서 나는 믿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좋은 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의술을 중국 의술보다 더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할머니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중국이 

짱이다, 이런게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혹시나 보이지 않는 눈을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캠프를 방문하고, 1년에 한 
번 오는 혹은 내년에 올지, 오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 한국인 캠프팀을 
기다리며 수술을 미루는 환자들의 모습은 한국인 의료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들 ‘믿음’이 언제나 견고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외래 진료실에서 50대 중반의 한 중국인 여성은 한국인 의료진에게 
본래 수술비용의 10배의 돈을 지불 할 테니, ‘완벽한’ 백내장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하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던 여성은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진료실을 떠났다. 캠프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보이는 한국인 의료진에게 보내는 ‘믿음’은 상대적인 것이었고, 이는 
중국의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물론 
캠프가 개최된 곳이 귀주성에서도 상대적으로 외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에서 병원을 가는 것이 
의료시설의 접근성 문제, 의료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료진과 치료의 
신뢰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의 기저에는 중국의 급속한 의료 상업화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놓여 있다. 1980년과 1993년 이래 개혁개방 이후 농촌과 도시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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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개혁의 본질은 상업화라 할 수 있다.34) 대부분의 병원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만 공적 투자는 매우 취약하고, 오히려 수익을 병원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의사들은 실적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공공의료보험이 있지만 외래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70~90%나 된다. 
입원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까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아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도 많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니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이나 치료 경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부족하다. 환자가 의료진을 충분하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나 안정성 또한 보장받기 힘든 상황도 중국 
환자들이 현지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유한 중국인들이 해외로 원정치료를 받는 경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이정찬 외 2015; 장영석 2010).35)

  실제로 캠프에 참가하는 중국인 환자 모두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참가자 중에는 은퇴한 중국인 의사도 있었고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캠프에 참가하는 중국인 환자들에게 백내장 
캠프는 가난한 환자를 위한 빈민을 위한 자선적 맥락이 아니라 중국의 병원에 
받는 치료보다 신뢰가는 한국인 의료진에게 진료받고 수술하는 일종의 ‘대안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비나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진 신뢰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인 
환자들은 지역의 병원에 찾아가는 것 보다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름 모르는 
한국인 의료진을 더 믿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백내장 캠프가 가능했던 

34) 1950년대 중국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진행하면서 공동경제와 계획경제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도시와 농촌별을 구분하여 도시는 단위(單位), 농촌은 인민공사(人
民公司)체제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하여 국가권력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관리체제
를 구축했다. 이 체제는 인민들의 지리적 위치와 직장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
한 국가의 독점과 재분배를 가능하게 했다. 도시의 단위는 기관단위(당과 정부조직), 기업
단위(국유기업) 그리고 사업단위(교육, 문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나뉘어 운영
되었다. 이러한 단위들은 소속 공무원(국가기관)과 근로자(공기업)의 노후보장, 보건의료, 
산업재해, 출산, 질병 등 거의 모든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했다. 인민공사 또한 농촌경제단
위가 되어 담당구역의 생산건설, 재정, 식량무역, 민정, 문화교육, 치안, 민병과 민사조정 
등의 업무를 관리했다(이남주 2007: 24; 원석조 2010: 420-430).
35)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2014, 10. 22일자, “살해당하는 중국의 의사들, 무엇이 문제
인가?”, 『Economy Insight』, 2017. 3.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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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중국 의료진에 대한 중국인 환자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례14: 할렐루야 혹은 나무아미타불/ 2018년 9월 10일 유해영씨 면담]

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첫날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러니까... 아주 고달픈 얼굴? 힘든 얼굴... 

그러니까 눈이 안보니까... 그런 얼굴로 와서 하는 말이 안보여, 뿌얘... 보이지 

않아… 아주 비참한 이야기들 근데, 수술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잘 보여. 나 봤어 

당신도 보이고, 의사선생님도 보이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다음에 하는 

말이… 나무아미타불… 불교에서 이야기들… 근데 그거를 바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교정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생각에는 본인들이 믿는 그 신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믿는 신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자기가 믿는 신이 그 신이 자기 눈을 열게 했다고 생각하겠지[…]

  캠프에 참가한 환자들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지
만, 치료의 과정이나 수술 이후 감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드문드문 이들의 종교
적 믿음을 들을 수 있었다. 한 한국인 캠프 참가자는 “산동실에서 (환자가) 할렐
루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느꼈다”고 말한다. 다른 한국인 캠프 
참가자들 또한 “우리 모두 개신교도인들이니 한 가족” 이라고 말하는 환자도 있
었고, 자신이 개신교도임을 드러내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수술 후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리는 환자도 있었
다. 이러한 풍경은 백내장 캠프 현장이 환자- 한국인 자원봉사자- 병원 관계자 
모두 얼마나 다른 믿음과 목적이 교차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장소인지 보여준다. 
백내장 캠프의 빛은 참여한 주체에 따라 굴절되어 다른 빛깔을 갖는다. 개신교 
신자들의 빛과 믿음도, 중국병원의 빛과 믿음도 수직적으로, 균일한 파장으로 환
자들에게 펼쳐지지 않았다. 귀주성의 무료 백내장 캠프 사례에서 의료의 현대성
이나 발전, 혹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근대성은 재중 한인교회, 중국 지역병원, 
환자들에 의해 각각 다른 측면에서 상상되고, 경험하여 직조된다. 그것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인 개신교 신자
들의 삶 속에서, 대외적으로 ‘가난하지 않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중국 귀주
성에서 단기 의료봉사로 중국을 경험한 한국인 참가자들의 모순 속에서, 또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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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업화 속에서 병원을 홍보하고자한 지역 병원과 캠프를 방문하여 빛을 찾은 
중국인 환자의 눈물에서 각각 다르게 존재했다. 중국의 ‘근대성들’은 이들 각각의 
위치와 삶의 맥락 속에서 상이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이응철 2007; 이현정·
김태우 외 2017: 22-23; Rofe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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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나가며

  중국에서 개신교의 의료선교는 1834년 광저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개신교선교사의 의료선교는 
서구 의학을 들여오는 주요한 통로였다. 이후 이어진 중국의 반제국주의, 반기독
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의료선교는 주로 제국주의적 침략의 일환으로 인식되
어 온 경향이 있다. 종교활동 자체가 부정된 문화대혁명 시기를 지나 종교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허용한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정부는 외국인의 선교활동을 금
지하고, 개신교 집단이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경계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에 중국
에서 의료선교활동은 국제보건의 일부로 진행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여 외국인의 선교가 금지된 중국에서 한국NGO, 재중 한인교회, 
중국 귀주병원이 진행하는 국제보건 활동이자 의료선교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 
백내장 활동의 사례를 인류학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국이 추구해 온 근대
성의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했다.

  백내장은 중국의 개신교 의료선교 초기부터 ‘눈을 뜰 수 있다’는 극적인 효과
와 ‘빛’을 준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서구 선교사들에게 주목받았다. 또한 19세기 
백내장치료는 중의학으로는 치료하기 힘든 의료기술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중국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고자 한 서구선교사들에게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  
본 사례에서 재중 한인교회는 19세기 활동했던 한 서구 선교사의 선교 흔적을 따
라 귀주성을 선택하여 학교건립, 무료 백내장 수술과 같은 선교활동을 지속했다. 
현재 백내장 수술은 중국에서 더 이상 새롭거나, 불가능한 수술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진적 기술’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종교적 포교활동에 억압적인 환경에
서 한인교회와 NGO에게 선교방편이자 ‘잠재적 신자들’과의 접촉통로로 활동되었
다. 또한 “눈을 뜸”, “빛을 볼 수 있음”과 같은 백내장 수술이 갖는 상징성과 더
불어, 과거 서구 선교사가 실시했던 선교활동이자 ‘성공적인 계몽’의 서사는 종교
활동 자체가 부정되었던 시절을 지나 단절되었던 귀주성 중국선교의 흐름을 잇는 
역할을 했다. 한인교회의 선교활동은 중국정부의 통제 속에서 직접적인 포교활동
은 불가능했지만 이들 활동의 일부가 중국인 비신자들의 기금회 활동으로 이어졌
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또 다른 맥락에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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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운동의 흐름과 공산당정권의 종교정책, 문화대혁명시기 개신교도들 탄압
과 같은 배경 속에서 이들의 선교활동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그 영향력과는 또 다
른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와 영향력을 부여받는다. 

   실제로 무료 백내장 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은 NGO, 한인교회 그리고 현지병
원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미묘한 타협과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서 이루어
졌다. 각 단체들은 의료품을 팩킹하고, 기도를 하거나 의료지식을 습득하고 환자
를 모집하여 캠프를 성사시켰다. 백내장 캠프 현장은 한국인, 중국인, 의료인, 비
의료인 등 다양한 배경의 행위자들이 접합하여 생성하는 관계 속에서 가능했다. 
캠프에서 각 행위자의 연결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고, 다른 언어
를 사용하는 캠프의 구성원들의 결합에 기여하며 기존의 백내장 수술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또한 실제 국제보건 현장에서는 국가나 지역의 공간적으로 구획된 
‘문화적 장벽’이라는 요소 말고도 연령, 종교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국제보건 현장을 몸-영혼, 의료진-비의료진과 같은 이원적 용어들로 설명하는 것
은 실제 의료선교와 국제보건 활동을 이해하는데 제한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이 
현장은 자원봉사자, 활동가와 같이 비의료인과 한국에서 수송한 안과기구가 새로
운 관계망을 형성하여 이루어졌으며, 영혼과 육체의 치유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활동이었다. 

   귀주성이 캠프지로 선정된 것은 선교사적으로 의미가 있기도 했지만, 중국
에서도 낙후한 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담론이 결합한 결과였다. 무료백내장 활동은 
한국인 참가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결핍된 중국’을 재생산했다. 한국인 참가자들
은 부함과 빈곤함, 종교활동에 개방된 듯 하지만 억압하는 중국에서 활동을 통해 
가난하지 않지만 가난한 중국을 체험한다. 이와 같은 체험은 중국에 대한 의뭉스
러움과 모순된 이미지를 낳으며,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 상상적 위계를 재생산한
다. 

 백내장 캠프는 한국NGO, 재중 한인교회와 귀주병원의 활동은 각자 다르게 의
미화되었다. 백내장 캠프 참가단체들은 각자 생각하고 추구하는 빛과 믿음을 바
탕으로 무료 백내장 활동을 지속했다. 백내장 캠프에서 ‘빛’은 환자들이 삶을 살
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며 국제보건의 맥락에서는 예방 가능한 실명율의 개선을 
의미하고,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환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구원의 빛’이다. 하지
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선교사적 정체성에서 기인
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이자, 신도로서 자신의 ‘구원의 빛’을 의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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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내장 수술로 되찾는 빛은 인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구획짓고, 선진적인 
의료기술로 인민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중국정부의 담론에 기여한다. 
‘빛’은 의료행위를 통해 각 주체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들의 결합이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행위자들의 미묘하고 위태로운 협상의 장을 함축한다.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넘어 공유된 다양한 의미의 결합체인 ‘빛’은 캠프를 실행하는 실제
적 동력이 된다.

 ‘믿음’ 또한 캠프를 움직이고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한국인 개신교 
신자들은 캠프를 개최하기 위해 여러 난관들과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백내장활동
을 실행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포교가 자유롭지 않은 중국에서 신앙공동체를 유
지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중국의 역사적 흐름에서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는 신앙화
되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었다(양경
곤 2011[1961]: 535-536). 공산당의 믿음을 관철해야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신
교도들은 포섭되어 있지만 동시에 배제해야 할 대상이었다(아감벤 2008), 개신교
도들이 믿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공산당이 지향하는 집합적 믿음과 경합구
도를 생성한다. 하지만 캠프의 실행에 있어 개신교도들의 믿음과 중국 공산당 정
부, 이 두 주체의 믿음은 ‘낙후되었다’는 귀주성의 지역적 낙인과 함께 그 곳의 
인민들을 계몽과 도움의 대상으로 구획하는 지점에서 수렴한다. 

  포개어진 두 믿음은 백내장 캠프에 참가하는 중국인 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용될 수 없었고, 수용되지 않았다. 중국인 환자들은 치료에 있어서, 그리고 캠
프를 ‘이용할 정도’로 능동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도리어 중국의 의료진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은 한국인 의료진에 대한 믿음을 낳는 측면이 있었고, 이것은 
백내장 캠프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또한 개신교도들의 믿음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통제 속에서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없고 반사되어 자
신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었다. ‘믿음’과 ‘믿지 않음’의 경계는 보이지 않
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 사이를 진동한다.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이들은 각각의 
믿음을 다지며 또 다른 백내장 캠프를 준비한다.

  본 연구의 사례는 중국에서 이루어져 온 의료선교와 그 활동의 영향력을 제
국주의, 식민주의와 함께 진행된 서구문화의 침략이라는 해석 이 외에도 어떠한 
맥락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 되는지 그 다층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선교이자 국제보건 활동 현장은 의료진과 환자, 육체
적 치료와 영혼의 치유, 한국과 중국 혹은 서구-비서구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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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치료과정에서 비의료진들의 역할, 한국에서 수송해 온 의료기구와 약품과 
같은 새로운 행위자와 요소들의 연합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부강한 중국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통일된 집합적 믿음
을 생산하고자 했던 중국 정부의 지향은 반자본주의와 반서양을 표방했던 개혁개
방 이전에 추구했던 근대화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그 
내용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일관되게 지속되었다고 보여진다. 백내장 캠프에서 한
국인 캠프진의 손을 빌려 창출된 ‘선진적인 의료기술’로 이루어진 무료 백내장 활
동은 국가적 돌봄의 담론으로 유통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도들의 믿음과 활
동을 통제하는 것은 공산당이 기획한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근대성을 관철하고자
하는 국가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료 백내장 캠프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바, 이와 같은 하나의 믿음은 각 주체에 따라 다르게 굴절되어 새로운 의미를 
띠었다. 본 사례에서 각각의 다른 주체에 의해 다르게 경험되고 이해되는 중국의 
근대성에 주목하는 것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 근대화
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근대화였는지 다시 질문하게 한다. 본 논문은 중국
에서 이루어진 국제보건 활동이자 의료선교 활동인 무료 백내장캠프 사례를 현대
적 시점에서 기술하여 중국이 추구해 온 근대성의 특성을 탐색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캠프에 참가한 중국인 환자들의 시각에서 이들이 캠
프에 참가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심도 깊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보다 깊게 탐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93

참고문헌
<논문･단행본>

강윤희, 2012,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의 시민: 미국 내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
들의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비교문화연구』, 18 (2): 
5-51.

강준영, 2003, “중국 개혁개방 이후 종교정책의 변화와 중국종교의 부활”.
고윤실, 2015, “중국의 포스트 80세대의 ‘청춘 회고’와 공공담론으로서의 ‘중국

몽’”, 『중국현대문학』, 72: 137-163.

구지영, 2014, “동북아시아 해항도시의 접촉과 갈등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민족
문화』, 52: 127-162.

⎯⎯⎯⎯⎯⎯⎯, 2011, “지구화 시대 한국인의 중국 이주와 초국적 사회
공간의 형성: 칭다오의 사례를 통해”,『한국민족문화』, 40: 421-457. 

김광성, 2010,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
한 예측" 『선교와 신학』, 25: 167-198.

⎯⎯⎯⎯⎯⎯⎯, 2017,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에 나타난 중국 종교정책 
변화와 로잔 운동이 관계성 고찰”, 복음과 선교 제 38집, 13-49. 

김광억, 1993, “현대중국의 민속부활과 사회주의 정신문명화 운동”, 『서울대 비교
문화 연구소』,창간호:199-244.

김덕훈 외 공역, 2006, 『검안용어』, 정담 미디어.

김상근, 2007, “중국 반기독교 운동의 원인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학논단 제 
47: 160-214. 

김성건, 2017. “공산당 지배 하 중국에서 기독교의 성장”. 아시아연구, 20(1): 
53-76.

김애린· 김형근, 2017, “시진핑 시대의 중국 기독교 발전 방향-기독교 중국화를 
중심으로-“,『중국지역연구』, 12: 93-123.

김영호, 2015, “선교중국을 위한 중국교회의 특수성과 보편성”, 선교와 신학 
37: 175-204.



94

 ⎯⎯⎯⎯⎯⎯⎯, 2015.“선교중국을 위한 중국교회의 특수성과 보편성. 선교와 신
학”, 37: 175-204.

김윤성, 1994, “개항기 개신교 의료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틀의 '근대적' 전환”,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2004, “몸, 질병, 근대성- 근대의학과 개항기 한국사회”,『한신인
문학연구』, 5: 283-312.

김윤태· 안종석, 2009, “중국의 ‘신선족’과 한인타운”, 『중소연구』 33(4): 39-67. 
김태우· 한창호, 2012,”사회 속의 의료, 의료 속의 사회: 한국의 한의학과 중국의 

중의학에 대한 의료인류학적 고찰”, 『대한한방내과학회지』,  
33(2): 111-125.

김학관, 2005, 『중국 교회사』, 이레서원.
김지현, 2017, “중국 자선단체 발전의 정치적 함의”,『한국동북아논총』 83: 

51-71.
김현숙, 2015, 『발로 쓴 광저우 선교 역사기행』, 레베카. 
노재식, 2010, “19세기 말 서양인들의 근대 중국 아편흡연에 대한 인식과 아편금
연 활동에 관한 연구- 중국 내지회(內地會)의 입장을 중심으로-, 『중국학 논총』, 

30: 418-437.
김현승 외 공저, 2014, 『안과학(Ophthalmology)』, 제 10판, 일조각.
랄프 윈터·스티브 호돈(한철호역), 2010, 『퍼스펙티브스1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예수 전도단.
박만준, 2006, “중국 제4세대 종교정책의 과제와 전망”,『중소연구』, 108: 97-131
⎯⎯⎯⎯⎯⎯⎯, 2014,” 중국의 개혁개방과 종교법규 적용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중소연구』, 60. 
박정진, “치유와 선교: 의료선교의 근본문제와 그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8: 144-173.
류성민, 2007, “중국종교학의 현재와 미래”, 『종교연구』, 48: 62-97.
⎯⎯⎯⎯⎯⎯⎯, 2007, “한·중·일 삼국의 종교정책 비교” 『종교연구』, 46: 35-75.
류정인· 초요휘(류성민 역), 2012, 『중국 운남기독교사』, 한신대학교 출판부.
박만준, 2006, “중국 제 4세대 종교정책의 과제와 전망”, 중국연구 108: 97-131.
⎯⎯⎯⎯⎯⎯⎯, 2014, “중국의 개혁개방과 종교법규 적용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종교이론 해석면화와 관련법제중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95

『중국연구』, 60: 397-424.
변창욱, 2013, “중국교회 자립과 효율적인 선교비 사용”,『선교와 신학』, 

31:205-247.
손선영·박영희, 1998, “중국의 기독교”, 『선교와 신학』: 171-188.
손영림, 이인희, 유재우, 2017, “중국 귀주성(貴州省) 소수민족 전통마을의 공간  

인지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 대회논문집』, 37(1)
신규환, 2015, “한중 선교병원의 ‘정체성’ 논쟁 비교연구: 제중원과 시의원의 사

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72: 169-193.
심혜영, 2016,“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의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신앙 정체성“, 『중국현대문학』, 76: 139-170.
양경곤(중국명저독회 역), 2011(1961), 『중국사회 속의 종교』, 글을 읽다.
양홍석, 2004, "19세기말과 20세기 초 미국 선교사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 『미

국사연구』, 20: 59-87.
오현기, 2013, “중국 근대사에 끼친 서양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의 영향에 대한 연

구”, 『신학과 선교』, 25: 121-160. 
우심화, 1992, “중국 문화와 중국 교회의 역사”, 『기독교사상』, 36(11): 16-29.
⎯⎯⎯⎯⎯⎯⎯, 2012,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진단과 제언”, 『기독교사

상』, 50-63.
⎯⎯⎯⎯⎯⎯⎯, 2013, “중국의 소수민족선교 사례연구 Samuel Pollard (柏格

理,뿨끄어리)와 석문감(石門坎, 스먼칸)”, 『ACTS 신학과 선교』: 
341-387.

⎯⎯⎯⎯⎯⎯⎯, 2014, “기독교 인구수치로 본 중국교회의 현황과 과제”,『ACTS 
신학저널 제37집』.

원석조, 2010, "중국 복지체제의 성격", 『보건사회연구』, 30(2): 409-445.
윤경숙, 2003,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기독교 교회의 발전과 특성- 개신교 

삼자교회를 중심으로(1949-1958)”,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이남주, 2007,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NGO의 발전을 중심으로』, 폴리테  

이아.
이래호, 2009, “중국의 외국인 관리제도와 한국인 장기체류자의 적응양태 분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논문.
이상규, 2009, “마테오 리치의 중국선교”, 『역사신학총론』,17:151-171. 



96

이상욱, 1999, 『백내장. 녹내장 백과』, 민중서관.
이성기·강창범, 2016, “중국의 가정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가종교회 등기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 91-110. ‘
이응철, 2007, “상하이의 영상산업과 현대성: 서구화, 부유함, 스펙터클의 추구”, 

『한국문화인류학』 40-2: 125-161.
이정찬· 김계현· 김한나, 2015, “중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최근 개혁동향”, 『대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1-159.
이종찬, 2003, “근대 중국에서 의학의 문화적 헤게모니”, 『의사학』, 12: 13-33.
이현정·김태우 엮음, 2017,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
임소연, 2012, “성형수술 실행의 사물, 육체, 그리고 지식 네트워크”,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박사논문. 

임형택· 우영제· 박현주· 김성주, 2014, 『대한안과학회 역학조사 위원회』, “국내 
백내장 수술 현황과 향후 전망: 국민건강 영양 조사자료”, 대한안과학회
지 55(12): 1772-1778.

임희모, 2007, “중국 기독교 NGO의 사회봉사적 역할”, 『선교신학』, 14: 1-17. 

장수현, 2012, “중국 청도 한국인 교민사회에 대한 연구: 지구화 시대 초국적 이
주의 구조적 유동성”, 『중국학연구』, 62: 337-360.

장영석, 2010, “중국 보건의료체제의 재구축과 발전 방향”, 『현재중국연구』, 
12: 115-154.

전우택 외, 2004, 『의료 선교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조르조 아감벤(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새물

결.
조정은, 2012, “중국의료전도협회(中國醫療傳道協會)의 역할-초기 활동을 중심으

로(1886-1907)”, 『명청사연구』, 37: 197-243.
⎯⎯⎯⎯⎯⎯⎯, 2014, “의사인가, 선교사인가”, 『중국근현대사연구』, 62: 

129-157.
⎯⎯⎯⎯⎯⎯⎯, 2015, “20세기 초 중국 미션계 병원의 토착화”,『명청사 연구』, 

43: 291-323.



97

조혜영, 2013, “최근 30년간 중국 기독교 연구 현황 일별”, 『중국어문학』, 64:  
305-338.

⎯⎯⎯⎯⎯⎯⎯, 2016, “중국 기독교 발전에 대한 이론 고찰”,『중국문화연구』,31: 
75-97.

조훈, 2004, 『중국기독교사』, 그리심,
진미수, 2018, “중국교회 삼자애국운동 연구: 1949년-1954년을 중심으로”,『복음

과 선교』 43: 251
파머 폴, 김용, 아서 클레인먼, 매슈 바실리코(김아림역), 2014, 『국제 보건 실태

의 재조명: 국제 보건 실태의 재조명 에이즈 와 정신건강 그리고, 에볼라
에 이르기까지』, 생각과 사람들.

푸코, 미셸(홍성민역), 2006, 『임상의학의 탄생』, 이매진,
하홍규, 2010, “실천으로서의 종교”,『종교문화연구』,15: 1-44.
함태경, 2015, 『알았던 선교, 몰랐던 중국』, 두란노 서원. 
허원, 2014, “개혁 개방 후 중국의 종교신앙자유정책”,『역사와 담론』,72: 

155-199.
⎯⎯⎯⎯⎯⎯⎯, 2018, “개혁개방 후 중국의 종교정책변화와 종교와 사회주의 사

회의 상호적응” 『역사문화연구』, 65: 235-268.

Arnold, David, 1993, “Colonizing the body : state medicine and epidemic 
disease in nineteenth-century Ind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nderson, Warwick, 2006, “Colonial pathologies: American tropical 
medicine, race, and hygiene in the Philippines.

Biehl João , Adriana Petryna; 2014,『Peopling Global health』, Saude soc, 
v23: 376-389.

Biehl João, Theorizing Global Health, Medical Anthropology Theory 3. 
No.2:127-142.

Carolyn L. Hsu, 2008, “Rehabilitating Charity’ in China: The case of 
Project Hope and the rise of Non-Profit Organizations, Journal 
of Civil Society, 4(2): 81-96.

Chan, Chi-Chao, 2011, “The First Western-Style Hospital in China,” 



98

Arch Ophthalmol 129(6).
Comaroff, Jean, and John Comaroff 1991 a, 『Of Revelation and 

Revolution. Vol. 1: Christianity, Colonialism, and 
Consciousness in South Af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maroff, Jean, 1991 b, “Missionaries and Mechanical Clocks: An Essay 

on Religion and History in South Africa,”The Journal of 
Religion, 71-(1): 1-17. 

Comaroff, Jean, and John Comaroff,1997 c, 『Of Revelation and 
Revolution:  The Dialectics of Modernity on a South 
African Frontier, Vol. 2』,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Craig R. Janes and Kitty K. Corbett, 2009, "Anthropology and Global 
Health" Annu. Rev. Anthropology. 38:167–.83.

Edward V. Gluck, 1973,“Peter Parker and the Opening of China”, 
Cambridge, Mas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Hardiman, David, 2006, 『Healing Bodies, Saving Souls: Medical Missions 
in Asia and Africa』, New York: Edition.

Leigh Pigg, Stacy, 2013, “On sitting and doing: Ethnography as action in 
Global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99: 127-134.

Vaughan, Megan, 1991, 『Curing their Ills: Colonial Power and African 
Illness』 , Cambridge: Polity Press.

Packard, Rendall M, 1997, “Malaria Dreams: Postwar Visions of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edical Anthropology 17(3): 
279–96.

Palmer, David A, 2007, 『Qigong fever: Body, Science, and Utopia in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Pamela I. Erickson, 2003, “Medical Anthropology and Global 
Health”,Medical Anthropology and Global  health,  Medical 

Pfeiffer, James Nicheter Mark, 2008, “What can critical Medical 



99

Anthropology contribute to Global Health?- A health 
system perspective,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Vol. 22, 
Issue 4: 410-415.Anthropology Quartely; ;17: 1.

Renshaw, Michelle Campbell, 2005, 『Accommodating the Chinese: The 
American Hospital in China 1880-1920』, Routledge New 
York&London.

Rofel, Lisa, 1999 『Other Modernities: Gendered Yearnings in China after 
Soc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ichelle Renshaw, 2014, “Saving Missionary Skins Saves Patients’ Lives- 
The role of the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n Medical 
Outcomes, social sciences and mission 27:31-55.

Susan Greenhalgh, 2003, Planned births, unplanned persons: 
“Population, in the making of Chinese modernity. 
Stacy Leigh Pigg, 2013, “On sitting and doing: Ethnography as 
action in Global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99:127-134.

Sneath, David, 2009, “Reading the Signs by Lenin’s Light: Development,  
 Divination and Metonymic Fields in Mongolia”.

Thomas David DuBois, 2015, “Before the NGO: Chinese Charities in 
Historical Perspective”, Asian Studies Review, 39(4):541-553.

Good, Byron J, 1994, “How Medicine Constructs Its Objects,” Medicine, 
Rationality, and Experience: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undmann Christoffer, 1990, “Proclaiming the Gospel by Healing the 
Sick? Historical and Theological Annotations on Medical 
Miss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4, no. 3: 
120–26.

Renee Yuen-Jan Hsia, Lynn T. White, 2002, “Working Amid Corporatism 
and Confusion: Foreign NGOs in China”.

Hardiman, David, 2006, 『Healing Bodies, Saving Souls: Medical Missions 
in Asia and Africa』, New York: Editions.



100

Young, Theron Kue-Hing, 1973, "The William Osler Medal Essay: A 
Conflict of Professions: The Medical Missionary in China, 
1835-1890”,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47, 3. 

Vincanne Adams, 2005, “Saving Tibet? An inquiry into modernity, lies, 
truths, and beliefs, Medical Anthropology”, 24:71-110.

WHR Rivers, 1915, 『Medicine, Magic and Religion』.
Unschuld, Paul U, 1985, 『Medicine in China : a history of idea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참고자료>

김동현· 류미경,· 박영아· 황필규, 2016, 『해외 한국기업 인권 실태 조사』.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2014, 10. 22일자, “살해 당하는 중국의 의사들, 무엇이 
문제인가?”
외교부, 2017, 『중국개황』

『뉴스Y』,  2014, 10. 24일자, “중국 의료진, 북한 주민에 무료 백내장 수술”.
『경향신문』,2016년 4월 28일자, 경향신문, “中정부, 국내 활동 해외 NGO 규제법 
통과시켜”
『시사저널』, 2016년 5월 12일자, 시사저널, “中 외국계 NGO 직접 관리하겠다”

『The Economist』, 2014. 11. 1일자, “Cracks in the atheist edifice- The 
rapid spread of Christianity is forcing an official rethink on religion-
『The Guardian』, 2017. 2. 11일자, “China expels South Korean 
missionaries amid missile defence tensions”.
『The New York Times』, 2018. 1. 12일자, “Chinese Police Dynamite 
Christian Megachurch”.
『The Guardian』, 2018. 9. 28일자, “We are scared, but we have Jesus: 
China and its war on Christianity”. 
『Economy Insight』, 2017. 3. 1일자, “미국·유럽 휩쓰는 부유한 중국 환자들 -



101

급증하는 중국인들의 국외 치료”.
WHO, 2016, 『Blindness as a public health in China』.
IAPB, 2017, 『Causes of Blindness』.



102

Abstract

 Light and Faith
- A case study on Korea Global health NGO’s Free 

Cataract camp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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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explores the modernity of China by focusing on 
the participants of free cataract activity in China. This research 
is based on 4 months of ethnographic study at Guizhou, China 
on three organizations: Korea Global health NGO, Korean Church 
in China and Guizhou hospital. 

  Protestant medical mission in China began in earnest in 
Guangzhou in 1834. After the Opium War in 1840, the medical 
missions of Protestant missionaries in China were a major 
channel for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edicine. During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in 1949, the activities of mission 
agencies and missionaries in the West tended to be interpreted 
as imperial activities, and their influence was reduced 
accordingly. During the sequent Cultural Revolution, not on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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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of foreign missionaries but also all religious activities in 
China were prohibited. Even after the ‘Open Door Policy' to begin 
economic reform and allow freedom of religious beliefs, the 
Chinese government has banned foreign missionary activities and 
has been restricting the Protestant groups to increase their 
influe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ly examines the process and 
contents of free cataract activities in China, which are 
implemented by three organizations: Korean Global health NGO, 
Korean church in China, and the Guizhou Hospital. The purpose 
of the activity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Korean NGO and Korean church, cataract 
surgery was a Global health project and also it is a part of 
medical mission.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Guizhou Hospital, the free cataract surgery publicized the 
hospital and the purpose of service for the people. Each group 
was aware of different purpose and intent of cataract activities, 
but they were able to continue their activities with acquiescence. 
However, this fact does not fully explain why the free cataract 
activity has persisted and the dynamics. This study analyzed the 
pursuit of light and faith in different meanings in order to find 
answers to what keeps them free cataract activity.

  Free cataract activities for Chinese Protestants in China were 
part of their faith-based activity and it means delivering the light 
of salvation to 'underprivileged' areas in China. In addition, the 
free cataract activities comply with the inten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to produce a unified belief in order to achieve a 
dream of one prosperous China. The operation of the cata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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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arried out by the hands of the Korean medical staff, 
contributes to produce a discourse of national care. This 
contribution  includes to the collective belief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one modernity they aimed at. However, 
the belief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 beliefs of the 
Protestants, these two beliefs, were not unilaterally projected to 
cataract patients. The free cataract surgeries for patients were 
meant to restore the light with safe and 'advanced' medical 
technology than surgery available in local China. 

  This case shows how the governance of the state to control 
the Chinese people, in combination with Western medical 
technology, is used to reproduce hierarchical relationships. 
Additionally,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 of modernity by the 
experience of subjects participating in the free cataract activity 
calls for reflection on 'modernization of China'.

  
Keywords : : China, Cataract, modernization, Global health, NGO, 
Christianity, medical mission, light,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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