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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영화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관람한, 13척의 배로 131척에 이르는 왜적선을 상대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이나 한국 전쟁의 전세를 뒤집게 만든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 은 아직도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영화에 깊이 몰입되어 있을 때는 

정말 이 작전들이 성공할 것인지 가슴 졸이며 보았던 영화들이다. 미국 공군의 핵전쟁 관련 작전인 크롬 

돔 작전 Operation Chrome Dome 이나 2 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전투였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Operation Overlord 처럼 보통 군사적인 작전을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며칠 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다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으로 성경이 거의 없던 1980 년대 초, 중국에 

진주작전 Operation Pearl 을 통해 성경이 백만 권이나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도 아니고 이건 뭐지?”하며 인터넷을 통해 찾아 본 결과, 이것은 놀랍게도 하룻밤 사이에 중국에 

100만권의 성경을 전달한 중국 역사상 최대의 성경반입 작전이었다. 1981년에 이 ‘진주작전’을 총지휘한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의 폴 이스타브룩스(Paul Estabrooks) 선교사는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79 년에 중국교회지도자들로부터 신약성경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10 일 동안 30 명의 인원이 

30만권의 신약 성경을 비밀리에 중국에 반입한 후 다시 한 번 중국의 교회지도자들은 더 많은 신구약 

성경을 요청해왔다. 그리하여 100 만권의 성경을 매우 작은 크기로 제작을 했으나 그 무게는 무려 

232톤이나 되었다. 232톤은 예전과 같이 사람이 여행 가방으로 나를 수 없는 무게라 고심 끝에 배를 

통해서 홍콩으로부터 중국에 성경을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배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또 다른 선적을 

연결해서 해안 부근까지 한번에 100만권의 성경을 옮겼다. 1981년 6월 18 일 밤 9시에 해안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2천명의 중국 성도들과 함께 이 엄청난 성경 밀반입작전을 수행했다. 성경을 물에 띄우기 

위해 방수용 에어백으로 1 톤 분량의 성경마다 포장을 했고 이 작전으로 232톤에 달하는 중국어 성경이 

중국 남동해안 각 항구에 보내졌고 미리 항구에 대기하고 있던 중국 성도들이 바다로 들어와 그 에어백을 

로프와 연결해서 자신들의 목에 걸고 해안으로 성경을 옮겼다. 중국 당국은 당시 반입된 성경을 압수하고 

가담자 수천 명을 체포했지만 수사망을 피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반입된 성경의 절반 이상이 4년이란 시간 

끝에 중국 전 지역으로 전달되었고 이 작전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경 반입 작전으로 불릴 뿐 아니라 

중국 기독교 발전의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는다.”  

http://www.kcm.kr/kcm_board/main.php?pg_ctrl=default&subpg_ctrl= view&nbcode=worldinfo&idx=16805 

 

 

이 작전의 이름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가 모든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마 13:45-46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실행된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나의 마음엔 아직도 흥분과 떨림이 남아있다. 너무나 멋진 작전이었지만, 백만 권의 

성경이 중국 기독교인들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을 지를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마음 또한 감출 수가 없다.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확장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 

목숨도 아까와 하지 않으며 거룩한 작전에 투입되어 있는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http://www.kcm.kr/kcm_board/main.php?pg_ctrl=default&subpg_ct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