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표논문집은 2020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
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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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정기학술대회 세부일정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2월 5일(금) 오전09:30 ~ 오후06:20
■ 장소: 부평 카리스호텔 (유튜브/줌 온라인 진행)
* 발표자들만 현장에서 참여합니다.

나. 주제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

다. 일정별 세부 계획
시간

순서

9:30

내용
회장 인사말/ 개회예배/ 광고

~9:55

<목회사회학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9:55
~10:20

발표1

발표: 계재광(한남대) “코로나 상황 속 디지털미션필드(Digital Mission Fields)사
역에 대한 연구: 새들백교회의 온라인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좌장: 위형윤(안양대)/ 논찬: 정재영(실천신대), 최현종(서울신대), 이성민(감신대)

10:20
~10:45

<목회사회학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발표2

발표: 박관희(서울신대) “교회규모별 교회선택행동 연구”
좌장: 이승진(합신대)/ 논찬: 조성돈(실천신대), 조성호(서울신대), 조용순(웨신대)
<설교학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10:45
~11:10

발표3

발표: 정재웅(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설교 사건 중

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체화된 경험”
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 조지훈(한세대), 윤성민(강남대), 서대석(호서대)

<영성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11:10
~11:35

발표4

발표: 이경희(횃불트리니티) “눅24장, 후기-지라리안(Neo-Girardian), 성서영성: 모
방 폭력의 위기에서 변화를 경험케 하는 내러티브의 힘”
좌장: 이강학(횃불트리니티)/ 논찬: 양정호(대전신대), 김영수(한신대) 김영규(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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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12:00

<영성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발표5

발표: 이종태(한남대학교) “경이의 눈: C.S.루이스의 재주술화 비전”
좌장: 오방식(장신대)/ 논찬: 유재경(영남신대), 조한상(호남신대), 박형철(서울여대)

12:00

점심식사

~12:50
12:50

연구윤리교육

~13:00

<교회성장/전도/선교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13:00
~13:25

발표6

발표:

남성혁(명지대)

“한국전쟁과

한국교회

전도활동의

의의:

매슬로우

(A.H.Maslow)의 인간욕구이론”
좌장: 조재국(연세대)/ 논찬: 최재성(숭실대), 주상락(명지대), 노원석(개신대)

13:25
~13:50

13:50
~14:15

<교회성장/전도/선교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발표7

발표: 김상덕(명지대)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공성, 그리고 한국교회”
좌장: 김한성(아신대)/ 논찬: 김은홍(백석대), 남성혁(명지대), 배종열(개신대)
<교회성장/전도/선교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발표8

발표: 김선일(웨신대) “명예-수치문화에서의 복음제시에 대한 고찰”
좌장: 한재동(나사렛대)/ 논찬: 구병옥(개신대), 이민형(연세대), 이계승(개신대)
<예배학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14:15
~14:40

발표9

발표: 안덕원(횃불트리니티) “김수근의 경동교회 건축에 대한 기독교 예전적 분
석: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의 교회건축과 예배공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좌장: 김형락(서울신대)/ 논찬: 유재원(장신대), 양승아(서울장신), 최한성(감신대)
<교회교육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14:40

발표

~15:05

10

발표: 손문, 박지영(연세대)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 기독교
교육과 경제학의 학문적 융합의 가능성”
좌장: 이종민(총신대)/ 논찬: 이민선(감신대), 유은희(총신대), 박도훈(호서대)
<교회교육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15:05

발표

~15:30

11

발표: 이은철(백석대) “미래교육 전망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혁신 방향 탐색 : 교
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좌장: 신현광(안양대)/ 논찬: 남선우(열림교회), 함영주(총신대), 류원렬(평택대)

15:30

발표

~15:55

12

<교회교육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발표: 오성주(감신대)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
좌장: 김웅기(성서대)/ 논찬: 양성진(감신대), 이종민(총신대), 박희규(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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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발표

~16:20

13

<목회상담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발표: 김해영(KC대) “팬데믹과 목회상담학적 대응”
좌장: 박은정(웨신대)/ 논찬: 이세형(협성대), 여한구(국제신대), 이민형(연세대)

<목회상담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16:20

발표

~16:45

14

발표: 송준용(국제신대) “다문화 예큐메니즘 현상이 한국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 목회상담적 실천방안: 청소년을 중심으로”
좌장: 김상백(순복음대)/ 논찬: 정대권(호서대), 임미화(웨신대), 박진경(감신대)

<목회상담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16:45

발표

~17:10

15

발표: 권명수(한신대)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목회 신학적 고찰: 돌봄 목회 기
능의 하나인 화해를 중심으로”
좌장: 나형석(협성대)/ 논찬: 김홍근(한세대), 박은정(웨신대), 주상락(명지대)

17:10

발표

~17:35

16

17:35
~18:20

<목회상담 관점의 사회적 재앙 상황에서의 실천신학>
발표: 이상현(순복음대) “코로나 블루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목회상담적 고찰”
좌장: 여한구(국제신대)/ 논찬: 김경수(강남대), 노원석(개신대), 최종일(신라대)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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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예 배
인도: 구병옥 목사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큰 영광중에 계신 주 (새찬송가 20장) ························· 다같이

대표기도 ··································································································· 황병준 목사
성경봉독 ·········································· 빌 3:7 ~ 9 ·············································· 다같이
설

교 ····································· 가장 고상한 지식 ······························· 김상백 목사

찬

송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새찬송가 94장) ················ 다같이

축

도 ··································································································· 김상백 목사

[빌3:7-9]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
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
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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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알리는 말씀 ■
1.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기학술대회
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2 본 학술대회를 위해 소중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발표자들과 논찬자들 그리고 진
행을 맡아주신 좌장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수고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로
총16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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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예정과 달리 발표자들외에는 온라인으로 오늘 하루
에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한 세션에 발표10분, 논찬 5분, 토론 10분 총25분으로 진
행됩니다. 충분한 시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정제된 질문과 답변으
로 서로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줌의 특성상 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음소거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어폰을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회원 여러분은 온라인 학회의 장점을 살려 직접은 물론 채팅창을 통해 기다림 없이
바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공지해 드린 대로 1월 30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시고 자료집을 요청하신 분들에게
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또한 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PDF파일로 된 자료
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연락처에 변화가 있는 분은 서기부(jinpark2008@gmail.com)에 알려주시고, 홈페이
지의 개인정보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학생들을 포함해 많은 가입
자가 있어 별도로 관리됩니다.
9. 한국실천신학회에는 총 8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아직 분과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총무 혹은 임원들에게 연락주시면 분과에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10. 금번 정기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 마지막 발표가 끝나고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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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발표
코로나 상황 속 디지털 미션 필드(Digital Mission
Fields)사역에 대한 연구: 새들백교회의 온라인 소그
룹 사역을 중심으로

계 재 광 박사
(한남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리더십)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의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변화
1. 한국사회의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중세 유럽에 불어닥친 흑사병은 천년동안 이어져온 기독교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
어나 과학과 문학에 집중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근대 인본주의와 르네상스 운동이 나
타나게 되었다. 전염병으로 인해 굳건하던 종교와 봉건제 질서가 흔들리고 인간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르네상스시대의 문을 연 것처럼, 코로나19가 종교에 미칠 영
향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은 시간이 지나 잠잠해 질 수 있지만 그 영향
력은 남아서 시대를 바꾸는 심층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염병이 종식된 후
우리의 행동은 코로나 19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나,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 회의
가 생긴다면 사람들은 이전 상태처럼 기독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1)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는 개신교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최윤식, 『빅체인지』 (서울: 김영사, 2020),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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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코로나 19이후 일반인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을 조사한 결과들에 의하
면, 코로나로 변화된 각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63.3%가 더 나빠졌다고 대답했다. 그 비율에 있어서 불교는 5.3%, 가톨릭은
8.1%였다는 것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개신교의 타격이 심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종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도 개신교라는 대답이 82.1%이고, 가톨릭은 1%이고, 불교와 원불교는 1.1%
였다2).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
는 이들은 거의 없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가 한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코로나의 위기로…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씌여
져 가고 있다.3)’라고 이야기를 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와 교역자를 꼽
으라면, 새들백 교회(Saddleback Church)의 릭 워렌(Rick Warren)목사, 라이프 교회
(Life Church)의 크레이크 그로쉘(Craig Groeschel)목사, 엘리베이션 교회(Elevation
Church)의 스티븐 퍼티크(Steven Furtick)목사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모두
설교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새로
운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4)
코로나19가 가져온 지구화된 위험의 불확실성은 1년여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safety), 직접적으로 접촉하
는 것을 멀리하고(untact), 디지털의 편리함(digital)은 우리 삶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
았다5). 예배환경의 역시도 다르지 않다. 안전은 우선순위의 요소가 되어야 하며 교회
의 사역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
리는 코로나 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의 방식
에만 머무를 수 없다. 코로나 19사태가 엄중하고 2차 팬데믹(pendemic)을 지나서 팬데
믹이 일상화 되는 엔데믹(endemic)이 될 수도 있는 상황6)에 대한 경고 신호가 나오고
2)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TF팀은 <기독신
문>을 비롯한 기독교 8개 언론기관과 함께 2020년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
상으로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및 일반국민의 기독교(개신교) 인식 조사’를 지앤컴리서치
(대표:지용근)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임.
3) 경향신문,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 ⑧유발 하라리 “코로나 이후…과거 이루지 못한 개
혁을 감행할 시간” (2020.06.25.)
4) 세 교회의 담임목사가 설교시 자주 하는 말이다. We are not going back to the normal, we
are going into a new normal.
5) 김미경 김미경의 리부트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20), 63-64.
6)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넘어서 ‘엔데믹’(Endemic·주기적 발병)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5월 13일
CNN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이날 “코로나19는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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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회 사역은 변화가 요구되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때 교회는 본질을 고수하되 나머지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놓고, 존재 목적과 사
명에 맞게 교회공동체가 작은 일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1년 후 교회에 일어날 변화들
미국의 공신력 있는 교회연구소인 Lifeway Research의 책임을 맡고 있는 톰 라
이너(Thom S. Rainer)는 앞으로 1년 후에 교회에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서 이전 교회
출석자 중에 적어도 20%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목회자들의 이
직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교회는 회심성장(conversion growth)를 강조하게
되고, 25-30명의 소규모 교회의 모임이 교회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강조했다. 그러
면서 뉴노멀 시대에 교회는 제자도(discipleship)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의 계획이 필요
하며, 디지털 사역의 새로운 필드가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을 강조하고 있다.7)
톰 라이너는 코로나 19 속 나타날 교회 사역의 변화에 대해서 아홉 가지로 정리
하고 있다. 첫째, 단순함(simplicity)이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역을 감당하
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본질과 연관되어서 정말 중요하
게 여겨 포기할 수 없는 사역만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교회 밖
(outwardly focused churches)에 대한 관심증가다. 그 동안 교회는 교회 내 사역에 주
로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만 살아 남을 수 있음을 이
야기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예배 집회 인원이 작아질 것이며 넷
째, 지 교회(multi movement)확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관된 것으로, 지역의 작은 공간들을 또 다른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 스탭과 리더십들에게 더 많은 디지털 사용 능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며 여섯째, 가나안 교인(straggler)들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될 것
이고, 일곱째, 유튜브, 페이스북, 비메오(Vimeo)를 이용한 온라인 예배(Digital
worship)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여덟째, 사역자들의 목회훈련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신학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인 성서학, 교회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 훈련과 새로운 컨텐츠 등을 만드는 훈련이 추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아홉째, 목회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뒤에서(second-chair)에서 뒷
지지 않고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7) Thom S. Rainer, the Post Quarantine Church (Carol Stream, IL: Tyndale Momentum,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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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지고 있지 못하고, 좀 더 평등한 상황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을 제시하고 있다.8)
이러한 상황을 톰 라이너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좋은 도전이 되고, 기회일 수 있
음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선교, 즉 디지털 미션 필드(digital

mission fields)에 대한 관심과 사역의 부분을 말하고 있다.9) 그 동안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해외선교나 지역사회전도에 해당하는 부분(physical mission field)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왔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준비하
게 됨으로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대부분의 MZ세대는 이미
디지털 세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우리나라 개신교인의 인식 변화를 4월과 7월의 시차를 두고
살펴보면 4월에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
다는 의견이 41%,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55%였는데, 7월에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의견이 29%,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61%로 나타났다.10)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 엄
중해 지면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가운데 그 상황에 적응해
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온라인 예배의 장점과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예배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계기도 된 것이다. 코로나 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온라인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이
4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11)

II. Digital Mission Fields에 대한 사역 방향
1. 온라인 사역의 지향점: 소그룹사역과 제자도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미션 필드의 사역의 지향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초, 코로나 19가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
작했을 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외한 다른 사역을 온라인
8) Thom S. Rainer, the Post Quarantine Church (Carol Stream, IL: Tyndale Momentum,
2020), 102-109.
9) 위의 책, 30.
10)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
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1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2020.10.14.(전
국 개신교인 만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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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전염병의 진행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온라인으로 사역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펜데믹
상황이 펼쳐지면서 온라인 사역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동시에 교회
의 본질과 그에 따른 사역에 대한 깊은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즉, ‘왜 이런 사역
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미국 전역
에 많은 교역자들과의 교류가 있는 Living Hope Church의 Steve Chang 목사는 교인
들의 회복력 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개인영성의 실천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교회들은 대부분 소그룹 사역과 제자훈련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라고 고
백하고 있다.12) 즉 제자도와 소그룹 사역이 잘된 교회, 소그룹을 통한 제자도 훈련이
잘된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적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충격이 적었다는 의
미는 예배와 사역이 온라인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교회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헌금이 그다지 줄지 않았고, 심지어는 더 증가
하는 모습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면 제자도와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교회의 젊은이들이(18세에서 29세)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
해서 조지 바나 연구소는 ‘부족한 제자도(insufficient discipleship)’ 때문이라는 보고서
를 작성했다.13) 이런 결과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참된 제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
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문화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소명적인 제자
도(vocational discipleship)를 훈련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 만큼 제자도가 중요하
다는 것이다. 연구소의 대표인 데이비드 키네만(David Kinnaman)은 보고서들을 분석
하면서 역동적인 제자들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해 주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
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이다. 둘째는 세상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이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실천하는 젊은이들 이었다. 제자도에 관
해서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제자도는 우리로 실재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을 흡수하
게 하여 동화시킬 뿐 아니라, 그 관점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 생각과 상상과 행동을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14) 맥스래스는 C.S 루이스의 견해를 빌어서 제자도
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큰 그림’을 붙드는 것이고, 그 틀 안에서 의미있게 살
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5) 즉 제자도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것 너머와 그 아
래에 숨겨진 가치와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
12) 2019년 인터뷰.
13) David Kinnaman & Mark Matlock, Faith For Exile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19), 28.
14) 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성의 제자도』 (서울: 죠이북스, 2019), 7.
15) 위의 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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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에 관한 훈련의 필요가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더 부각되어 나
타나고 있다.
더불어 제자도를 위한 훈련은 소그룹 사역이라는 틀 속에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새들백교회의 릭워렌 목사는 새들백교회는 소그룹 사역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소그룹으로 이뤄진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다.16) 다시말해 새들백 교회는 소그룹 사역
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소그룹들의 모임이고 모든 사역의 중심에 소그룹이 있
으며, 작은 소그룹 하나가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길 의도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새들백
교회는 오프라인으로 만났던 소그룹도 온라인으로 모임을 전환하는 작업을 했다. 2020
년 초에 새롭게 부임한 후 7000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동안 특별한 목회 방향성
을 제시하지 못하던 윌로우크릭교회(Willowcreek Church)의 데이비드 더밋(David
Dummit) 목사도 2019년 하반기부터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역
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더밋 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는 소그
룹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소그룹을 가진 교회가 아닌 소그룹의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
고 강조하고 있다.

2. 창의적인 온라인 사역을 위한 준비: 위임
소그룹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창출해야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리더양육, 새로운 디지털 기기와 줌을 비롯한 프로그램 운용에 대
한 어려움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
로 놓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후 소그룹 사역
을 감당하기로 했다면 힘들더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새들백 교회(Saddleback Church)의 릭워렌 목사와 라이프 교회(Life
Church)의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죄가 아니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자주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온라인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이 강조하는 말
은 ‘온라인 사역을 하는 이유는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즉 예수
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곳이 지금 어디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강조한 것은 ‘언제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릭 워렌 목사는 확실한 백
신이 나오거나 과학적인 대처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보수적인 마음
(conservative mind-set)을 가지고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곧 교회를 셧다운 하고 미국
에서 가장 늦게 Re-open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교역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같은 리더의 결정으로 인해 교회의 모
16) 원문으로 옮기면 Saddleback is not a church with small group, a church of smal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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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역들을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시켰고, 교역자들도 또한 온라인 사역자로 변화했
다. 전환의 과정은 상명하복식의 사역 전환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270여
명의 전체 사역자들이 모이던 시간을 주 2회의 줌(ZOOM)회의를 통해 만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각 사역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물론이요
전적인 위임을 펼치며 새롭고 창조적인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새들백 교회는 ‘온라인 사역은 온라인인 아니라 사역에 방점을 두고 있
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나 도구나 변화하더라도 교회가 본질
에 충실하기 위해서 꼭 감당해야 할 사역을 잊지 말자는 의미이다. 또한 담임목사인
릭 워렌 목사는 교회에 있는 500여 가지 사역 중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
바로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을 자주 강조하였고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는 케빈 목사는
새들백교회의 온라인 사역의 핵심은 ‘예배가 아니라 바로 소그룹 사역’임을 힘주어 말
한다. 곧 새들백교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위임을
통한 온라인 사역 전환을 시도했고, 2020년 9월이 돼서야 마지막으로 새가족팀에 대한
온라인 사역 전환을 끝으로 모든 사역이 온라인화 되었다. 개 교회는 온라인 사역자가
없더라도 온라인 사역에 대한 전략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부
분이다. 그런데 온라인 사역전환에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위임이다. 새들백교회는
교회가 셧다운 된 후에 교역자들도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크리스마스 때나 만나게 될
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온라인 사역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레 각자 사역을 맡은 교
역자들이 알아서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진정한 위임이 있을 때 창의적인 사역이 넘치게 된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정직하
고 생산적인 피드백이 없고, 불편한 대화를 기피하는 공동체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진정한 위임이 없으면 조직의 변화와 발전은 쉽지 않다. 모든 조직은 익숙한 방식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관성(inertia)가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사역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임의 모습이다.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양보
하는 것이고, 또한 위임은 다른 이들을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며, 장애물을 제거해 줌
으로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리더들에게는 그들의 비전을 공개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그 비전이 더 이상 리더 혼자만의 것이 아닌 공동이
비전이 되어 공동체의 것이 되게하고, 사역자들과 팀 멤버들에게 그 비전을 자신의 것
으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갖게 만든다.17) 하지만 많은 교회들의 경우, 위임을 할 수
있는 교역자도 심지어 교인들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는 교역자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밖에 없고, 만약 그런 경우 교역자의 탈진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함께 동역할 한 두 명의 교역자나 교인들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이
다. 만일 우리가 일을 팔로워에게 위임을 해주면, 팔로워들을 세워 나갈 수 있겠지만,
17) 계재광,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 리더십』 (서울: 동연, 2020),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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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진 권한을 위임해 주면 팔로워들이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3. 온라인 사역 방향성
팬데믹 시대에 주목을 받는 새들백교회나 라이프교회의 사역을 보면 트위터, 페
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접속하거나 트위치(Twitch)등 게임 플랫
폼을 이용한 예배 실황중계를 통해 복음전파를 하는 방식들을 보면 정말 놀랍기까지
하다. 이와같은 온라인 사역에는 기본적인 판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불변의 복음을 어
떻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기에 더욱 유의미하다. 이러
한 SNS를 통한 온라인 사역 이외에도 2-3년 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Metaverse)18)를 통해서도 어떻게 복음전파의 사역을 감당할지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
었다.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는 케빈 목사가 부임했을 당시 새들백교회는 VR을 선물로
주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부
탁했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건네주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새들백교회는 주로 페이스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대상자들 중에 새들백교회의
교인들이거나 릭워렌 목사와 페이스북 친구인 경우는 제외한다. 즉 복음을 전하는 대
상들이 이미 교인들이거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위함이다.
필자의 경우도 새들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하
던 중에 새들백교회와 라이프교회의 소셜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한 두 차례 방문을
했었다.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나 새들백과 라이프교회에서 페이스북으로부터 나에게
First Time Visitor, Start a LifeGroup이라는 페이스북 화면이 뜨기 시작했다. 그 이
후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과 릭워렌과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의 설교중에
인상깊은 말씀들이 계속 내 페이스북에 뜨기 시작했다. 그중에 하나는 ‘5 ways to
show the love of God’이라는 주제의 간단한 말씀들은 많은 영적이 도전이 되기도 했
다. 더 나아가 현재 미국의 팬데믹 상황이 코로나 감염자가 2천400만명이 되고, 사망
자가 40만명을 넘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CNN등 주류 방송에서 송출되는 시간에는
‘God Fights For You’(출14:14)같은 말씀들을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새들백과 라이프 교회의 사역의 특징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들의 실질적인 필요(Felt-need)에 가장 필요한 말씀과 복음을실시간으로 전달해 준다
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에는 수천 명에게 다가가는데 수백만 달러의 돈을 썼지만 이제
18)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라는 용어보다 진보된 개념
으로 웹과 인터넷등의 가상체계가 현실세계에 흡수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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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달러를 써서 수백만 명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국의 15세에
서 23세의 전형적인 젊은이가 1년에 영상 미디어에 쏟아 붓는 시간의 양은 몇 해 전
에 이미 2767시간, 즉 하루에 7시간 넘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통계를 조지바나 연구소
는 소개하고 있다.19) 또한 한국 사회에서도 MZ세대가 하루 휴대폰 App을 사용하는
시간이 242분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20) 미국민이 여가시간 중 22%의 시간을 사용하
는 곳은 다름 아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21)
더 이상 교회는 온라인과 영상 미디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새들백 교회는 5가지 온라인 사역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뉴 노멀 시대에 교인들의 요구와 맞닿는 디지털 참여경로를 만드는 것과 연
관되어 있다. 첫째는 언제든지 교인들이 교회에 접속할 수 있도록 (Anytime
Accessibility) 경로를 만드는 사역이다. 교인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예상에 대한 준비이다. 온라인 은행 업무처리나 온라인 쇼핑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인들이 언제든지 교회의 활동에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서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서 준비
하는 것이다. 즉 24시간 7일 동안 언제든지 교회에 접속하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경로를 준비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시간으로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Real Time Delivery)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청년
들이 있다면, 그들은 성경에서 결혼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등을 궁금해 할 것이라는 것이다. 청년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서 알아보기
보다는 신앙적인 궁금증에 대한 부분, 특히 실질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을 교회에 접속
해서 자료를 다운(down)하고 더 나아가 훈련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다. 언제
든지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필요한 때를 따라 실시간으로 충족 시켜줄 수 있
도록 교회가 온라인으로 준비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교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
없이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Anywhere Availability) 사역의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사역준비는 시간의 문제라면 셋째는 장소의 문제를 이야
기 한다. 장소적인 바램이다. 교회에 와야만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에 있던지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에 갈
수 없을 때, TV를 통해서 그 경기와 영화를 볼 수 있듯이 경기장이나 영화관에 못 간
사람이 경기장에 간 사람이나 영화관에 간 사람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라인 사역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뉴 노멀에는 출퇴근

19) 데이비트 키네만, 『디지털 바벨론시대의 그리스도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26.
20) 최명화, 김보라,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20), 46.
21) 글로벌게임산업 트렌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부상한 게임<포트나이트
(Fortnite)>’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년 7+8월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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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해진 회사보다는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회사가 늘었났다. 따라서 근
무시간이 달라지고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교역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교인
들은 어느 곳에 언제든 교회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넷째는 교인들과 상호소통 할
수 있는(Interactivity) 사역의 준비이다. 교인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과 피드백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릭 워렌목사는 세 가
지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라고 교역자들에게 강조한다고 이야기 한다. ⓐ 불평
(Complaints) - 교인들의 불평을 조언으로 받아들이기, ⓑ 창조적인 아이디어(Creative
Ideas) - 교인들이 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역에 반영하기, ⓒ 칭찬(Compliments) 교인들의 칭찬과 격려를 모두 함께 나누라. 다섯째는 여러 가지 개인의 특성에 맞춘
(Multiple Choices Customization and Personalization)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옵션과 개인에 맞춘 사역, 제작주문과 개인화가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 세상이 변
해가고 있다. 개인에게 맞춰져(personalize) 있기 때문에 모든 SNS의 피드도 다 다르
다. 유튜브의 구글의 알고리즘도 뷰어(viewer)가 봤던 것과 유사한 내용을 계속 찾아
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자훈련 방법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맞게 준비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성도들에게는 영상으로, 듣는 것이 편
한 분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훈련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옵션으로 준
비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인들은 의외로 디지털 경험을 선택하기 위해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이 디지털 도구들이 필수
적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시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온라인 이라는 것이 자명해 졌다. 성령이 임하시
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야 할 곳(행1:8)이 이 시대에는 온라인이고 메타
버스 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시간과 세대 속 추수할 일꾼 들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III. 온라인 소그룹 사역
트랜드 분석가인 김용섭은 2021년 트랜드를 ‘Fight or Flight’라고 제시하고 있
다.22) 치열하게 맞서 싸우거나 과감하게 회피하여 도망가라는 것이다. 새들백 교회는
온라인 사역의 방점을 사역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미 위에서 소개했다. 사역 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그룹 사역이다. 새들백 교회의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배
워야 하는 혜안 중 하나는 개교회의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장점이 되는 사

22) 김용섭, 『라이프 트렌드 2021』, (서울: 부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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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소그룹의 출발은 실질적인 필요(Felt-need)를 규명하기부터
새들백교회 사역 중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소그룹 사역이다. 새들백 교회는 소그
룹을 통해서 예배, 친교, 제자훈련, 선교, 봉사의 다섯 가지 사역들이 이뤄지고 있다.
즉 소그룹 하나가 바로 교회처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새들백 교회는 2020년 1월 중
순 현재 2097개의 온라인에서 시작한 소그룹이 존재하고 있고, 기존 오프라인 소그룹
도 온라인으로 전환한 숫자가 거의 80% 가까이 되어 총 5800개의 온라인 소그룹이
존재하고 있다. 새들백 교회 소그룹 모임의 특징은 소그룹에서 실질적인 필요
(felt-need)를 다룸으로 제자도를 훈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소그룹에 교인들이 구역, 목양, 속회, 목장이라고 일컬어
지는 소그룹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동기부여 부분에 있어서
새들백 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함을 강조해서 교인들이 소그룹에 동참하게 하기 보다는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즉 실질적인 필요(felt-need)를 다루는 커리큘럼으로 인
해 소그룹 동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자녀양육과 부
부의 관계에 대해서. 청년들에겐 돈의 사용, 진로와 이성의 관계, 결혼에 대해서 등 실
질적인 필요를 다루는 소그룹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교
회의 경우는 실질적인 필요를 다루기보다는 성경공부를 하는 식으로 소그룹 모임을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새들백에서는 온라인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
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봤다.’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준비한 것을 ‘소그룹에서 3-4주 정도 나눠보세요.’ 라고 권면하면, 교인들의 실질적
인 필요를 다루는 소그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새들백의 커리 큘럼 중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새들백 커리큘럼 라이브러리
(library)에 앤디 스탠리 목사님(노스포인트교회의 담임목사)의 커리큘럼이 올라와서
필요한 소그룹은 이것을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탁월
한 것이 있다면 새들백 교회에서 다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타교회 것이어도 선용한다
는 것이다. 교인들에게 가장 좋을 것을 먹이려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또한
‘Immerse’라는 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경책을 장이랑 절을 빼고 그냥 스토
리처럼 써 놓은 책이다. 파트너쉽을 출판사랑 이뤄서 교인들이 직접 구입하게 한다.

2. 새들백교회의 소그룹 모임 진행하기
새들백 교회의 소그룹의 목표는 소그룹을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가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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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워렌 목사의 관심도 ‘어떻게 소그룹을 교회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있다. 그래서
각각의 소그룹이 친교나 성경공부만이 아니고 예배, 친교, 제자훈련, 선교, 봉사의 사
명을 감당해야함을 주장한다. 소그룹 담당 교역자들이 가장 많이 힘쓰고 가르치는 것
중의 하나가 소그룹의 목적이 친교와 성경공부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것이
다.
소그룹을 구성하는 인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권면하고 있다. 가장 적은 인
원은 3명도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6명을 가장 적절한 인원으로 생각한
다. 만약에 인원이 그 이상이 되면 줌(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
중간에 분리(breakout)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소그룹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리
더 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의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더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구성원들도 모임에 참가할 때 화상을 통한 소그룹 시간에 필요한 여러 환경적 요인에
대한 매뉴얼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밝은 빛이 있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임 시
간동안에는 가능한 자리를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음소거를 하지 않아도 시끄럽지 않
은 조용한 곳에서 소그룹에 참여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1시간 정도의 소
그룹 모임에서 구성원 모두가 2-3번씩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새들백교회는 온
라인 소그룹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성숙의 변화를 체험한다고 증거한다.
새들백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은 ‘수평적 소그룹, Facilitation’(여러명
의 의견을 묻고, 듣고, 정리하며 대화를 인도해 나가는 모습)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23)
이 모델의 특징은 누구나 사전 훈련 없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2~3명을 모아 소그룹을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훈련 없이 소그룹을 인도해서 ‘건강하지 못한 신학을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Facilitation model에서는 그룹 리더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바로 릭 워렌 목사나, 소그룹 담당 목회자들이 20분 저도의 영상을 통해 소그
룹원들에게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준다.
교회는 소그룹원들이 20여 분 동안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서 리더
에게 전달하고, 리더들은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그 영상을 본다. 이렇게 영상을 통
해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그 내용에 맞춰 소그룹 리더에게 사전에 주어진 질문들을
가지고 리더가 대화를 이끌어 간다. 그 나눔의 시간을 통해, 가르침을 자기 삶에 어떻
게 적용할지 나눈 뒤 서로 기도를 한 후 새들백 소그룹이 마쳐진다. 나눔의 시간에는
질문에 돌아가면서 답하고 나눔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소통이 나타나고 대화를 통해

23)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대부분 교회는 한 성도가 훈련반을 통해 리더가 되고, 소그룹 교제
를 통해 구성원들을 가르치는 모습일 것이다. 이런 모델을 미국에서는 ‘Master-Teacher’(전
문교사) 모델로서 수직적 소그룹 모델이라고 한다. 하지만 새들백은 수평적 소그룹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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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로 배우는 상호 배움이 나타난다. 진실함과 열린 대화는 건강한 리더십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좋은 소통은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다.24) 좋은 소통은 사람들이
항상 연락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비전을 서로 나누도록 도와준
다.25) 새들백의 소그룹 모임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리더와 소그룹원들이 화상 공간에
서 만나고, 리더가 교회에서 제공받은 성경공부 강의를 20-25분간 함께 보고 배운 후
강의에 맞춰진 질문들을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25-30분)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한 후에
1시간 정도의 소그룹 모임을 마치게 된다.

3. 교회의 목적과 개인의 필요에 맞는 On-Demand 온라인 커리큘럼
새들백 교회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출발한 소그룹 교재의 계발을
시작했다고 한다.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를 계발함으로 실질적인 필요에 대
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찾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소그룹이 하나의 교회처럼 역할하기 위함이
다.
디지털 미션 필드의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이
프교회의 경우는 ‘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나?’를 살펴본다.
라이프교회는 설교가 끝난 후 레이즈 핸드(raise hand)가 있다. 예배 후에 ‘If you
accept Jesus, raise your hands. I see you.’ 온라인 교회에서도 동일 요청을 한다. 오
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트위치를 통한 사역
을 한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카운트 한다. 이렇듯 라이프처치는 구
원을 강조한다. 엘리베이션 교회는 유튜브 스타들을 모셔와서 청소년 행사를 한다. 소
셜 미디어의 영향을 스타를 통해서 듣게 해준다. 이 교회의 목적은 참여(engagement)
하게 하는 것이다. 새들백 교회는 모든 행사를 통해서 결국 몇 개의 소그룹이 생길 수
있을까를 센다.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은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
는 사역을 먼저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온라인 커리큘럼이 교회의 힘이 될 것이다.
On-Demand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커리큘럼의 필요성은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목사님께 여쭤보는 것보다 포탈 사이
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것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
이버’나 ‘다음’으로 검색한 자료가 건강한 신학에 기반한 성경적 지식을 제공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하기는 힘들다. 미국의 ‘rightnowmedia.com’은 소그룹 교재 저
24) Max DePree, Leadership is an Art (New York, NY: Currency and Doubleday, 1987), 103.
25) 위의 책,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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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고이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멤버쉽의 금액이 달라진다. 50명짜리는 교회는 50
명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500명짜리는 교회는 500명에 대한 돈을 받음으로 교인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성경공부 교재를 온라인으로 공급받는다. 온라인 장점이라는 것은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역을 하고 가르치게 된다. 이러한 온디
멘드(on-demand)사역의 영상을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가 교회사역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V. 나가는 말: 실질적인 필요(Felt Need)에서 제자도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악수로 하는 인사도 꺼려지는 세상이다.
학교도 학생과 교사간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다. 보건과 방역을 위해 온라
인 쇼핑과 비대면 택배의 일상화, 또 재택근무가 늘어났다.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교
회들은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을 더 갖게 되었다. 시간이 없어서 안된
다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장치를 갖게 된 것이다. 새들
백의 온라인 담당인 케빈 목사는 ‘저희가 경험하기론 온라인이 활성화 된다고 해서 오
프라인이 죽지 않더라구요.’라고 고백하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오프라인의 참여가 있
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들백 교회는 2020년 남가주의 어떤 공공기관 보다 더 많은 음
식과 과일을 제공하고 있다. Food-Drive를 통해서 차를 타고 교회에 방문해서 음식을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각 스테이션(station)에서 과일, 음식, 물등을 제공하는데 맨 마지
막 스테이션에서는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관심이 있다면 복음을 제시
하고(Gospel Presentation), 영접기도까지 하고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은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사역들로 인해서 2019년 세례 받은 사람보다 2020년 세례자와 예배 참여
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비록 교회는 닫혀 있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역동적임을 릭워렌
목사는 자주 강조하고 있다.26) 그리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감당할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하고 있음으로 자주 강조한다. 여전히 지역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 지역공
동체의 필요에서 사역이 시작되지만 그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
치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소위 잘나가간다고 하는 교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 교인
들만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깨끗하지 못한 교단 정치, 지역사회를 도외
시하고 우리 교회만 돌보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 방송언론, 경제계 등 모든 곳에

26) 릭 워렌 목사는 설교시에 자주 Church is no closed but more active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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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점점 선한 영향력
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는 이 땅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꺼이 섬겨야 할 것을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섬겨야 할 때는 아닌가?
그 섬겨야 할 영역 중 추가된 하나가 디지털 미션 필드일 것이다. 코로나 19 상
황 속에서도 개교회는 예배 뿐 아니라 교회됨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가장 탁월한 장점을 온라인 사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역
은 교인들과 지역공동체의 실질적인 필요(felt-need)에서 시작하지만, 그 지향점은 복
음을 전하고 제자도를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고 쌓여진 사역의 경험들과 결과물, 컨텐츠 들이 다시 온라인 on-demand에서
다운을 받거나 다시 찾아 볼 수 있도록 사역의 창고나 커리큘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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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코로나19 상황 속 디지털미션필드(Digital Mission
Fields) 사역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정 재 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종교사회학)

1. 논문의 내용과 의의
이 논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이 크게 위축되었고 존
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디지털 미션필드 사역에 대하여 연
구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준비하면서 디지털 부분
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대부분의 MZ세대는 이미 디지털 세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미션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자는 온라인 사역의 지향점을 소그룹 사역과 제자도에서 찾고 있다. 제자도
와 소그룹 사역이 잘된 교회, 소그룹을 통한 제자도 훈련이 잘된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제자도로 형성되며 제자도를
위한 훈련은 소그룹 사역이라는 틀 속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창의적인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는 데에서 소그룹 사역에서 위임을 강조
한다. 진정한 위임이 있을 때 창의적인 사역이 넘치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임이
없으면 조직의 변화와 발전은 쉽지 않다. 모든 조직은 익숙한 방식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 관성(inertia)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사역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임의 모습이다.
온라인 사역의 좋은 사례로 새들백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새들백 교회의 5가지
온라인 사역 방향성은, 첫째로 언제든지 교인들이 교회에 접속할 수 있도록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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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경로를 만드는 사역이다. 둘째는 실시간으로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Real Time Delivery)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는 교인들이 어느 곳에 있
든지 상관없이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Anywhere Availability) 사역의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다. 넷째는 교인들과 상호소통 할 수 있는(Interactivity) 사역의 준비이
다. 다섯째는 여러 가지 개인의 특성에 맞춘(Multiple Choices Customization and
Personalization)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소그룹의 출발은 실질적인 필요
(Felt-need)를 규명하기부터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개인의 필요에 맞는
On-Demand 온라인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자가 말한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고 엄청
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 예배가 전환되면서 성도들의 예배
관, 신앙관, 교회관이 뿌리로부터 바뀌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시기와 이후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대면 예배
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의미 있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새들
백 교회의 사례는 한국교회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교회의 공동
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그룹 사역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시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2. 질문과 토론 거리
논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에서도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코로
나 상황에서 타격이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1) 이 내용에서는 코로나 상황
에서도 일부 대면 활동이 이루어져서 소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어느 정
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새들백 교회에서도 혹시 부분적으로라도 대면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란
다.
다음으로, 논문의 주제가 디지털 미션이므로 디지털 또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
그룹과 제자훈련은 오프라인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
으면 한다. 새들백 교회는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가 되어왔고, 이를
참고하는 한국교회가 많다. 그런데 기존의 사역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기본 방향이
1)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66호(202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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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향점은 유지되더라고 방법의 측면에서는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내용 중에
디지털 상황에서는 중단된 것, 디지털 상황에 적절하게 변환된 것, 그리고 디지털 상
황에서 더 중요하거나 새롭게 부각된 내용 등을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가 제시한 위임은 본래 소그룹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므로 이것이 디지털 사역에서 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것인지 질문을 드린다. 디지털
미션에서 위임은 어떻게 변화되거나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논문 구성과 관련하여, 2장 1절의 “온라인 사역의 지향점”과 3절의
“온라인 사역 방향성”은 제목이 비슷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지향점”과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하거나 제목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3장 2절에서
전체 내용이 새들백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2절만 “새들백교회의 소그룹 모임 진행하
기”라고 해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새들백교회의 사례를 소개하는 부
분과 연구자의 해석과 분석이 이루어진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논문이 더 짜임새 있게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에 도움이 되
는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깊이 있게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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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코로나19 상황 속 디지털미션필드(Digital Mission
Fields) 사역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최 현 종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종교사회학)

본 논문은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사역의 새로운 필드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디지털미션필드(Digital Mission Field) 사역의 중심을 소
그룹사역과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새들백 교회(와 라이프 교
회)의 모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역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지를 잘 기술하
고 있다. 창의적인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는 ‘위임’이 필수적이며, 또한 소그룹 사역을
일반적인 성경공부보다는 ‘실질적인 필요’ (felt-need)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
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한국교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위
임’과 ‘실질적인 필요’의 문제가 한국 교회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
‘위임’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일반적 조직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과거의 관료제
적 조직 및 문화로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 네트워
크 형태로의 조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카스텔스(M. Castells)는 그의 저서 『네트
워크 사회의 도래』에서 최근 성장한 기업들의 특징을 이와 같은 ‘조직’의 변화로 얘
기하고 있다.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탈중심성’이며, 이는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위임’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사역자들, 혹은 평신도들에 대한 진정한 위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위임’이 우리
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맞지만, 많은 한국 교회의 상황은 이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 중심의 (가부장적 혹은 제왕적) 한국 교회 조직이 어떻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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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으로서, 그리하여 온라인 사역 뿐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교단 및 교회 조직의 변화 방
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필요’와 관련해서도 한국 교회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 논의와 실천적 뒷
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필요’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필요가 어
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논의 자체
와 그 논의 과정에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너무 뻔한 ‘정답’의 제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정재영 교수는
가나안 교인들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답변의 제시가 오히려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계기
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소그룹 혹은 개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
제를 다둘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일단, 논의를 진행하고, 그 논의를 이끌어 갈 소그
룹 인도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훈련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본 논문
에서 제시된 라이브러리의 운용이나 온라인 커리큘럼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
법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개교회 수준에서 라이브러리나 온라인 커리큘럼을 운용하
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단, 교계 전반의 통합
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신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디지털미션필드는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된 소그룹사역과 제자도
외에도 많은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한국교회가 부랴부랴
실시하고 있는, 단순한 예배의 온라인화를 넘어서, 온라인에 적합한 예배 디자인을 하
고, 비대면 상황에서 채우기 힘든 교회의 공식적 부분이 아닌, 비공식적 부분을 통해
수행되어 오던 ‘영혼의 돌봄(Seelsorge)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 마주쳐야 하는 다양한 종교적, 비종교적 콘텐츠들과의 경쟁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바스케즈(M. Vasquez)와 마루아르트(M. F. Marouardt)는
『거룩함의 세계화』 (Globalizing the Sacred)라는 자신들의 책에서, 한 인터뷰를 인
용하면서, “인터넷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언의 성취이
다”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선교에 인터넷은 매우 적절한
매체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계재광 교수의 본 논문은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새대를 향해 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성을 잘 제시한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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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코로나19 상황 속 디지털미션필드(Digital Mission
Fields) 사역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이 성 민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설교학)

1. “디지털 미션 필드” -- 전도의 현장
논문을 읽으면서 제목에 나타난 “디지털 미션 필드”라는 용어가 먼저 눈에 들어
왔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마땅히 적극적인 자세로 디지털 현장에 뛰어들었
어야 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보수적인 관습과 관점으로 인해 이 영역을 충분히 주목하
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전도에 적극적인 교
회들은 이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로 디지털 미디어를 실제로 사용해 왔다. 그
리고 그렇게 디지털 중심의 문화에 준비된 교회들은 코로나19의 특별한 상황에도 당
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자는 “디지털 미션 필드”라는 용어를 톰 라이너의 저술인 The Quarantine
Church 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톰 라이너는 위기이면서 ... 기
회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선교, 즉 디지털 미션 필드
(digital mission fields)에 대한 관심과 사역의 부분을 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미디어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디
지털 세계는 교회가 복음을 들고 담대히 뛰어 들어가야 할 또 다른 차원에서의 “땅
끝”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야 할 곳(행 1:8)이 이 시
대에는 온라인이고 메타버스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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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그룹 사역” -- 전도의 방법
“디지털 미션 필드”가 전도의 현장이라며, 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하는
전도의 방법은 “소그룹 사역”이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사역과 재정에 활력
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들은 “소그룹 사역”이 잘 준비된 교회들이다. 이런 교회들은
감염의 위험으로 인하여 “소그룹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개신교회 안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소그룹 사역”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을 통하여 오히려
활성화 되는 경험도 하고 있다.
연구자는 “소그룹 사역”의 핵심적인 목적이 전도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윌
로우크릭교회의 더밋 목사의 말을 인용하여 소그룹 사역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음
을 확인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 전도는 소그룹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소그룹을
가진 교회가 아닌 소그룹의 교회가 되길 바란다.” 신자들이 소그룹에 예비신자를 초대
하여 성도의 교제의 일환으로 복음과 삶을 나누게 된다면, 이 과정을 통하여 전인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
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역이다.
3. “제자도” -- 전도의 내용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교회가 온라인 “소그룹 사역”을 전도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면,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연구자는 전도의 내용으로서 “제자도”를 강
조한다. 연구자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젊은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부족한 제자도(insufficient discipleship) 때문이라”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밝힌다: “디지털 시대에 참 된 제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문화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소명적인 제자도(vocational discipleship)
를 훈련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제자도”
훈련은 “소그룹 사역”을 통해 실행될 때에 더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목회
자 1명이 모든 성도를 돌보는 방식을 통해 신자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 예비신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자들과의 교
제를 통하여 “제자도”를 배우며 실천해 갈 수 있다.
4. “5가지 온라인 사역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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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교회가 디지털 시대의 신자들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하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영혼을 구하
기 위해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Felt-need)에 가장 필요한 말씀과 복음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준다.” 연구자는 “디지털 미션 필드”에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새들백 교회의 “5가지 온라인 사역 방향성”을 소개한다:
① Anytime Accessibility(언제든 접속)
② Real Time Delivery(실시간 공급)
③ Anywhere Availability(어디서든 참여)
④ Interactivity(상호소통)
⑤ Multiple Choices Customization and Personalization(개인의 특성에 맞춘 선택)
위의 다섯 가지 원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원한다면,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사역에 이러한 원리들이 제대로 작동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5. 논문에서 아쉬운 점
이 논문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논문에서 사용한 사례와 그 분석이 미국의 대형교
회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사례를 든 것은 디지털 세계의 출현과 발전
이 미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은 대체로 미국의 디지털 문화
를 한국이 따라갈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연구자가 논문에서
미국의 대형교회를 한국의 교회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는 인상을 주
고 있다면, 그것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미국 교회보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진단했다면 더 많은
공감대를 얻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의 대형교회도 미국의 교회들 못지않게 교회의 사
역을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형교회만을 사례로 드는 것이
일부 목회자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인적 재정적 자원이 풍부한 대형교회들의 전
략과 그렇지 않은 중소형 교회들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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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발표
교회규모(Church Size)별 교회선택행동 연구1)

박 관 희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연구교수 / 실천신학 / 예배학)

I. 들어가는 말
COVID-19가 계기가 되어 2020년대 한국교회는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
며 드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 교회는 1교회 2예배 체제를, 회중은 1인 2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컨대 회중의 자기보존욕구와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출석교
회를 유지하면서, 영적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타교회의 온라인예배를 드린다.2) 통계적
으로 노년층에 가까울수록 현장예배를 선호하고, 젊은층에 가까울수록 온라인예배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한국교회는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실천신학적으로, 예배학적
으로 해답을 제시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장에서 개척교회 준비는 영상기기의 장
비구입과 운영이 필수가 되었다. 기존교회는 온라인 성찬과 온라인 헌금 등이 이슈가
되면서 현대목회의 목회사역 플랫폼이 변하고 있다.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상수)가 단
지 현대시대에 맞게 옷(변수)을 입는 당연한 필연과정이다. 이같은 플랫폼 중심에 개
척교회와 기존교회, 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를 구분 짓는 교회규모 개념과 교회선택행

1)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19S1A5B5A01041105), 예배과정 플랫폼의 전국예배지도 작성과 관련한 첫 번째 연구임.
2) 기독교적 욕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관희, “매슬로 욕구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기
독교적 욕구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83(2012), 275-298. 박관희, “기독교적 욕구의 측
정도구 개발과 측정 및 평가 연구- 'X-Need scale'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58(2020),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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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념이 있다.
사실 교회규모(Church Size)는 사람마다 교단이나 국가별로 구분하는 기준과 방
법이 저마다 다양하고, 평균 출석 교인수도 각각 서로 다른 계산법이나 통계수치를 지
금까지 견지하여 왔다.3) 이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엽적인 연
구방법과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인 자료에 기인하기 때문이었다. 교회규모 연구가 필요
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1교회 2예배 체제와 1인 2교회 시대 외에도, 교단정책이나
실천신학 교육의 방향성, 교회성장요인,4) 교인의 분포 정도와 형태,5) 교회의 조직형태
와 프로그램,6) 목회자의 리더십, 교회 행정과 운영,7) 목회사역의 특징,8) 예배의 음향
형태,9) 효과적인 교회의 건축과 내부시설 설계10)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3) 전 세계적으로 한 지역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평균 인원은 145명이고, 미국의 경우 75
명 정도이며, 교회의 성장속도가 매우 급속한 남아메리카의 경우 8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프리카와 인도의 경우는 150명에 육박하지만, 유럽이나 기타 서방세계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숫자를 보여준다. DAWN Europa가 1993년 독일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회의 평균 출석인원이 고작 44명에 불과하였다. 이 통계 수치는 어린이들을 포함시키지 않
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적으로 한 교회 출석인원은 좀 더 늘어나게 된
다. 1989년 영국교회 조사통계는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128명으로 나타났으며 복음적인 교회
들만의 경우 111명이었다. Lynn Green and Cri, Small Church Big Vision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 1995), 1-6. 1980년대 한국교회의 경우 전체 교회의 90%가 신도 수 300명
이하 규모의 중소형교회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출석인원은 220명이었다. 하지만 교회리서치
연구소(2012)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평균 출석인원은 유초등부는 13.26명, 중고등부는
11.25명, 20세 이상 성인 남녀는 29.96명으로 나타났다.
4) 교회성장연구소는 2002년 까지 10년 동안 175개 교회(개척 100개 교회와 부임 75개 교회)를
컨설팅(Consulting)하여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분석은 목회자(중직자 포함)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것으로, 교인입장이 배제된 분석이다. 왜냐하면 교회분석은 목회자 분석과 교인
분석을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분석교회의 성장요인을 보면, 1-5순위가 목회자
입장(목회현상을 강조함)을 말하고, 6-13순위는 교인 입장(목회본질을 강조함)을 제시하였
다. 교회의 출석성도 수(규모)에 따른 성장요인 표의 경우에서도 1-3순위와 4순위가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교회성장연구소는 목회자의 리더십, 설교, 조직/새신자 관리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중요한 교회성장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장석, “한국교회 10년간 성장요인
연구보고서-175개 성장형 교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교회성장」통권 115(2003/1), 74-80.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성장은 1차적으로 영성과 예배(설교 포함)에 기인하고 교회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5) 교회성장연구소 편저, 『교회선택의 조건』(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6) 황호찬, “한국교회의 신뢰성 요인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8(2008), 143.
7) 이명희, “대형교회의 미래,” 『미래·교회·목회: 21세기 교회목회 모델』(대전: 침례신학대학
교, 2001), 165. Gary L. McIntosh, One Size Doesn't Fit All (Grand Rapid: Fleming H.
Revell, 1999), 20.
8) Alice Mann, The In-Between Church (Edinburgh: Alban Institute, 1998), 20. Lyle E. Schaller,
The Multiple taff and the Larger Church (Nashville: Abingdon, 1980), 17-27. Charles L.
Chaney, Church Planting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Wheaton: Tyndale, 1982), 160.
9) 한찬훈·이세나·이환희, “교회규모에 따른 음향성능 조사분석,” 「건설기술연구소」21(2002), 1-11.
10) E. A. Sovik, “교회건축의 아름다움과 그 거룩한 의의Ⅱ”, 「기독교사상」, 통권11(1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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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11) 하
지만 기존의 목회전략 내지 교회성장은 회중의 교회선택행동이나 교회규모에 대한 실
천신학적 규명 없이, 각종 세미나 참석을 통한 개(個)교회 목회를 벤치마킹 하는 태생
적인 한계와 실패로 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교회규모의 분류 방법과 그에 따른 교회선택행동
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교회규모의 기준은
성인 주일 예배출석 교인수와 재정에 근거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래도 비교적 다
른 기준들에 비해서 객관적일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상대적일지라도 우리 자신들
각자가 대체로 교회규모를 재정이나 교인수를 가지고 이미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교회규모에서 사용된 자료(표본) 역시 한 나라를 대표할만한 광범위한 자
료가 아닌 지엽적인 것이었다. 특히 교회규모에 사용되는 자료(표본)는 한 국가를 대
표할 수 있는 대표성과, 이를 근거로 한 과학적이면서 표준화된 분류방법 기준의 틀이
필요하다. 이 두 조건은 교회규모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또한
심리학과 종교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에 근거한 종교선택행동 모형을 통해 회중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려 하였다. 그것은 ‘회중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선택하는가’(의
사결정과정)와 ‘회중이 교회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보
이는가’(정보처리과정) 하는 부분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의사결정과정은 ‘문제의식
→정보탐색→대안의 평가→선택→선택후 행동’으로, 정보처리과정은 ‘노출→주의→지각
→반응(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저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 연구는 크게 4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교회규모의 분류와 명칭
에 대한 한국과 북미의 다양한 시각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는 교회규모에 대한 분류
방법과 명칭을 어떻게 설정하고 표준화해야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셋째
는 종교선택행동 모형을 한국교회에 적용하여, 회중의 교회선택과 그 행동요인이 무엇
이고 그에 따른 교회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넷째는 이런 자료를 통
해, 개척교회와 기존교회들의 장․단기 목회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세분화(細分化)된
75. 김영진, “聖書的 根據에 의한 浸禮敎會의 室內디자인의 硏究,” (서울: 홍익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81), 66.
11) 한국교회가 미래 목회환경을 예측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려면 분석할 수 있는 ‘준거 틀’
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정체 내지 하락의 길을 걷다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 제시
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교회 분석의 ‘준거 틀’이 교회규모의 분류가 첫 출발점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한국교회의 교회규모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만
있다면, 지역별, 교단별, 목회자별, 교인별 세부적인 특징들을 고찰할 수 있다. 또한 교회규모
의 분류작업은 개척교회와 기존교회의 현황과 향후 종교적 흐름을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연구가 아직까지 초보 단계로, 연구결과 역시 미진하
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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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정보를 얻는데 있다.

II. 교회규모의 문헌고찰
<표1> 교회규모의 분류와 명칭 비교12)
한

국

북

기독교사회 교회리서치 교회성장
Lyle E.
Arlin J.
연구소(I David
문제연구소 연구소(CRI)
Womack Schaller Rothauge
CG)
(1984)
(1977)
(2003)
(1984)
(1984)
(2006)
참석인원과
주일예배
헌신된
성장장벽 참석인원 성장장벽 출석인원 일군의 수
임대교회
(20명 이하)
가족형교회
50명
(50명)
임대교회
초소형교회
작은교회
소형교회
(20-50명)
(21-50명)
(100명이하)
소형교회
(51-100명)

소형교회
(51-100명)

미

Douglas
A.
Walrath
(1984)
등록교인

중형교회
(101-200명)

매우
작은교회
(75명)

대형교회
(3512000명)

600명

중대형교회 중형교회
(501-1000명)

1200명

대형교회 중대형교
(1001-3000명)
회

-

초대형교회
(3001-5000명)
초대형교회 거대형교회 대형교회
(2001명
(5001-10000명)
이상)
교단형교회 초대형교
(10001명이상)
회

대형교회
(351-750명)

-

초대형교회
(751-1800)

기업형
교회
(300명
이상)

거대형교회
(1801명
이상)

Peter C.
Wagner
(1996)

주일예배 출석 인원

실제적인
성인

핵심그룹
(40±10)
-

120명
중형교회 프로그램형 소형교회
중소형교회 중소형교
교회
회
(75-200명)
중대형교회 (101-300명)
250-300 (101-350명)
(150-350명)
(201-350명)
명
중형교회 중중형교
회
(301-500명)

Carl
George
(1994)

-

목양형교회
(50-150명)

90명

William C.
Tinsley
(1985)

가정교회
(5-35명)
소형교회
(35-75명)
중형교회
(75-200명)

회중교회
(100±20)

중형교회 다중회중교
회
(200-350명) (250±50)
비교적큰교 복합회중교
회
회
(350-750명) (500±100)
대형회중교
회
(1000±200)
매우
큰교회
(750명
이상)
-

대교회
(2001000명)

대형교회
(10003000명)
초대형교
회
(300010000명)

교제그룹
(40-80명)
소형교회
(200명이하)
awkward
size
(150-350)

대형교회
(400-700명)

메가교회
(2,00020,000명)

메타교회
거대교회
(10000명이상) (20000명이상)

교회규모에 대한 교회성장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주일예배의 참석인원13)과 교
1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원, 1982). 채수명,『교회마케팅』(서울: 도서출판 국제, 2000), 314.에서 재인용. 교회성장연구
소 교회경쟁력연구센터 편,『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37. Lyle
E. Schaller, Looking in the Mirror (Nashville: Abingdon, 1984), 28-39. Arlin J. Rothauge,
Sizing Up a Congregation for New Member Ministry (New York: Seabury Professional
Service, 1984), 5-36. Douglas A. Walrath, Planning for Your Church Effectiv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24-26. William C. Tinsley, Upon This Rock
(Atlanta: Home Mission Board, 1985), 83. Carl George, The Coming Church Revolution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1994), 320. Peter C. Wagner, The Healthy Church
(Ventura: Regal Books, 1996).
13) 영국 켄트대학의 로빈 길(Robin Gill) 교수는 종교 인구를 비교 연구하면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바로 “정기적 교회 출석수”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2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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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헌금액(재정적 자립 포함)14) 및 교회성장장벽을 기준으로 가능성 있는 숫자를 제시
하고, 이를 통해 교회규모를 구분하였다(표1).
북미의 대표적인 학자로 라일 샬러(Lyle Schaller)는 50명, 90명, 120명, 200명,
350명, 600명, 700명 등으로 교제그룹, 소형교회, 중형교회, 어중간한 크기의 교회, 대
형교회, 거대한 교회, 작은 교단으로 교회규모를 분류하였다.15) 윌리엄 틴슬리(William
Tinsley)는 40명, 100명, 250명, 500명, 1000명으로 핵심그룹, 회중교회, 다중 회중교회,
복합 회중교회, 대형 회중교회로 제시하였다. 칼 조지(Carl George)는 가정교회(5-35
명), 소형교회(35-75명), 중형교회(75-200명), 대교회(200-1000명), 대형교회(1001명
-3000명), 초대형교회(3000-10000명), 거대교회(10000명이상)로 구분하였다. 데이빗 워
맥(David Womack)의 경우 교회의 구조직 변화의 요인이 되는 성장장벽을 들어 50명,
90명, 120명, 250-300명, 600명, 1200명 등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교회리서치연구소(CRI)는 임대교회(20명 이하), 초소형교회(21-50명),
소형교회(51-100명), 중소형교회(101-300명), 중형교회(301-500명), 중대형교회(501-100
명), 대형교회(1001-3000명), 초대형교회(3001-5000명), 거대형교회(5001-10000명), 교단
형교회(10001명 이상)로 한국교회의 교회규모를 제시하였다. 교회성장연구소(ICG)는
소형교회(100명

이하),

중소형교회(101-300명),

중중형교회(301-500명),

중형교회

(501-1000명), 중대형교회(1001-3000명), 대형교회(3001-10000명),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로 분류하였다.

III. 교회선택행동의 분석 틀
1. 교회선택의 다양한 시각
1) 종교사회학적 접근
종교사회학에서 교회선택을“종교에 관한 합리적 선택 이론”용어로 사용하고 있
다.16)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할 때 영적 만족과 같은 합리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한
교에서 정기적 예배출석을 강조하고 있고, 그 자체가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승호, “겨울에 비쳐 본 2007년 개신교의 모습,” 「목회와 신학」
(2007/2), 155.
14) 이후천도 한국교회의 유형(Type) 또는 규모(Size)를 분류할 때, 교인 수와 헌금액의 관계를
모두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후천, “작은 교회의 기준에 대한 선교학적 접근,” 「선교신
학」15(2007), 1-14.
15) Lyle E. Schaller, The Multiple Staff and the Larger Church (Nashville: Abingdon Press,
198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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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황에서 볼 때, 김성건은 이 선택이론을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설명하였다. 양
적연구에서 교회선택의 결정요인을 영적 요소(77.2%)로, 질적 연구에서 사랑의 교회
새가족 수료자 118명 중 소감 및 간증 작성자 23명(2003.11.26-12.7)을 분석한 결과 요
인을 영적 갈급함과 예배(설교)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원규는 교회를 취사선택한 이
유를 교인들로 하여금 시장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경쟁적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
나를 소비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수 밖 에 없는 양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교회들 때문이라고 말한다.17)
또한 북미 상황에서 켈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다 필요하며 더 의미있는
‘종교적(영적) 경험’을 찾아서 자유주의적 교회를 떠나서 한층 더 진지한 보수적 교회
로 이동한다고 주장하였다.18) 김성건 역시 수평이동은 교인들에게 종종 성령을 소유
하게 되는 것과 같은 한층 더 필요하고 의미있는 ‘종교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
나 계기를 마련해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말하였다.19)
2) 목회학적 접근
16) 김성건은 이것을 윤승용의 견해를 빌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최근에 종교에 대한 북미
학계의 사회과학적 연구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이른바 “종교에 관한 합리적 선택 이론”마저
대두되어 현재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이 접근은 오늘날 수많은 개인들이 왜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며, 왜 그들은 종
종 엄격한 교파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
다.…다종교문화를 갖는 한국의 종교(개신교) 시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신교인들의
비교적 엄격한 보수적 대형(초대형) 교회 쪽으로의 ‘자발적’ 수평이동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교인(소비자) 스스로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고도 필요한 행위로서 그 자
체로서 ‘합리성’을 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 기독교계 내부에서 한편으로 대중에게
‘영적인 면에서 충실한 교회상’의 확산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레
이도 이것을 성령세례로 설명하면서 영적 체험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그가 말하는 성령세례
(충만)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 하는 것으로, 신자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진정한 이
해로 채우시고, 신자의 재능을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부여하신
다고 설명하였다. 윤승용,『대 한국종교문화의 이해』(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김성건,“한
국교회의 성장과 교인의 수평이동: 사회학적 고찰,” 104-105. R. A. 토레이/장광수 옮김,
『성령의 인격과 사역』(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6), 149-159.
17) 교인의 취사선택의 문제는 각 교단의 관계자들이 정책적으로 한 몫을 하였는데, 이것은 각
교단의 교세 확장이라는 반사이익을 가져왔지만, 이것이 정작 부메랑이 되어 목회자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다시 각 교단 관계자 자신과 교단 소속의 교회와 목회
자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형국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특히 이 문제를 사
회학적으로 폭넓게 다룬 학자는 Peter L. Berger이고, 이원규는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
하였다. 이원규,『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서울: 성서연구사, 1992), 17-42.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 (Garden City, N.Y.: Doubleday, 1967).
18) Dean Kelley,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19) 김성건,“한국교회의 성장과 교인의 수평이동: 사회학적 고찰,”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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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바나는 사람들의 교회탐색 동기에는 인간적 욕구와 영적 욕구가 있다고 정
의하고, 이를 근거로 82개 세분항목을 조합하여 12개의 기준 요인(영적인 신앙, 예배
체험, 리더십, 교인들, 특별 프로그램, 봉사기회, 조직, 규모, 위치, 시설과 장비, 교파
소속, 신입교인 관리)을 교회선택 지준으로 삼았다.20)
교회리서치연구소와 교회성장연구소는 교회이탈 요인과 교회선택 요인 모두를 각
각 5가지로 분석하였다.21) 교회선택 요인은 예배(45.0%)- 이중의 31.6%는 설교이다-,
목회자 자체(16.7%), 인간관계(13.6%), 집과의 거리(13.1%), 교육환경(7.8%)으로 나타
났고, 교회이탈 요인은, 직장과 이사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을 제외하고(49.8%), 목회
자(22.8%), 인간관계(8.7%), 예배(6.0%), 교육환경(4.2%)으로 나타났다.
김찬목은 이를 6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그것은 교회학교 운영(교사의 자질,
교회학교 교사의 지속,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 교회학교에 대한 유능한 교육전
담 교육자 배치, 성경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교회학교의 체계적인 운영), 지도자 모범
(목회자들의 설교와 부합된 행동, 장로/장립집사/권사 등의 모범적인 생활, 중직자들의
언행일치), 교제(또래 집단의 모임, 교우들 간의 경조사 참여, 교회 기관에서의 봉사),
예배(예배 종류, 설교), 찬양(음악성이 풍부한 찬양, 다양한 악기반주), 교육(다양한 성
경공부 반 운영, 제자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에 있다.22)

2. 교회선택행동의 분석 틀
<표 2> 종교선택행동 모형 개관
종교선택
준비단계
행동심리
과정
종교선택
행동모형

의사결정
과정
정보처리과
정

행동심리
분석 틀

종교선택
단
계

종교선택
이후단계

욕구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대안선택

선택후 평가

자극의
노출

주의와
회상

지각

반응

기억(저장)
태도형성

기대-성과
인 지
귀인과정
불일치
부조화
1) 욕구 - 내적 합리성
2) 종교시설규모(church size) - 외적 합리성

이미지

기존의 교회선택 이론은 대부분이 교회선택의 ‘종교현상’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교회탐색과 평가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전부였다. 즉, 교회선택을 한 후
교회이탈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교회선택의 만족이 이루어지는가를 주로 다루었다. 하
20) George Barna, Marketing the Church (Colorado Springs: Navpress, 1988), 36-49.
21) 교회성장연구소 편,『교회선택의 조건』(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22) 박찬목, “크리스천의 교회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진리논단」 10(2005), 4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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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 개인이 종교(또는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최소한 3번 이상의 복잡한 심리과정을 거친 후 행동하는 일련의 정보처리과
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정보처리과정의 추동력(driving force)은 동기에 의해서
고, 동기(motivation)의 기저에는 내적 합리성23)인 욕구(need)와 외적 합리성인 교회규
모(church facilities size)24)에 의해 결정된다.25) 여기에서 언급한 욕구 충족은 종교
성26)(내적 합리성)을, 종교시설규모는 경제성27)(외적 합리성)을 의미하고, 본 논문에서
23) 유광석,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종교적 수요의 안정성 논쟁,” 「담론 201」, 16(2013), 50-51.
종교선택의 경제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해서
는 크게 5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첫째는 스티븐 워너(Stephen Warner)가
종교사회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명명한
이후, 기존 종교사회학의 오래된 편견들에 대해 도전적인 가설들과 다양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둘째는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와 윌리엄 베인브리지(William
Bainbridge)가 A Theory of Religion에서 미국 종파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교환관
계의 관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셋째는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와 로저 핑크
(Roger Finke) 및 로렌스 야나코네(Laurence Iannaccone)와 같은 학자들이 사회학 분야에
서 다소 주변적인 관점으로 평가받던 게임이론을 종교 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 틀로 재구
성하여 종교사회학에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넷째는 로저 핑크(Roger Finke)가 종교적 규
제의 문제가 종교적 성장과 쇠퇴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미국적 상황에서 역사적 관점
으로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의 견해를 검증하였다. 다섯째는 로렌스 야나코네
(Laurence Iannaccone)가 합리적 선택이론의 이론적 가설들을 다양한 경제개념으로 체계화
하면서 종교적 개종, 무임승차, 그리고 종교적 자본(religious capital)의 문제를 비용편익분석
에 기초한 합리적 행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제임스 콜
먼(James Coleman) 등이 있다.
24) 종교시설규모는 넓게는 사회적 측면에서 국가나 지역사회로, 좁게는 개인적 측면에서 공간
이나 장소(시설 포함)을 의미한다. 이슬람 국가(IS)는 이들 두 측면을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
하여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였다.
25) 최근에 전(全) 지구적 이슈로 등장한 이슬람 근본주의인 “이슬람 국가”(IS)-정치에 종교 이
데올로기가 결합된 형태-에 대한 이해와 이 조직에 가입하려는 추종자들의 문제는 “종교선택
행동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학, 경제학, 종교학 등의 주변 분야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IS와의 싸움은 10년 이상 걸릴 지루한 전쟁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세력이 어느 정도 소멸한 이후에도 또 다른 형태의 모습-시·공간적 의미 또는
말 그대로 다른 조직/단체로의 변형-으로 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당장 한국사
회 내(內)의 무슬림(외국인 10만 명 + 내국인 5만 명) 문제나, 더 나아가 기독교 선교의 문제
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슬람국가는 이슬람교를 시
공간 개념으로 확장한 좋은 사례이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 등의
종교의례화에 성공한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장훈태, “중동 이슬람국(IS) 선포와 세계평화를 위
한 선교적 고찰,”「한국기독교신학논총」95(2015), 181-214.
26) 종교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관희, “종교성 측정도구의 개발과 해석 및 연구 평
가 - RCR scale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118(2020), 337-362.
27)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Publication,
1957). 다운스에 의하면, 사람이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투자비용을 감안하고 자신의 기대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종교선택의 합리성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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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같은 관점을 ‘종교선택행동’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종교선택 행동모형의 주요 개념은 주로 연구조사 방법론과 관련된 것
으로서, 종교를 선택할 때 3단계에 따라 일어나는 행동 단계별 심리 과정을 말한다(표
2). 다시 말해 종교선택 행동모형은 개인이 종교선택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종교
선택 유형에 따라 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신념과 태도가 형성되거나 변화되는 복잡한
심리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예컨대 복잡한 행동심리과정은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때, 3단계 과정을 갖는다. 종교선택 유형은 내적 합리성으로서의 개인의 욕구(종교성)
와 외적 합리성으로서의 종교시설규모(경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종교선택행동
은 종교선택 준비단계, 종교선택단계, 종교선택 이후단계가 있다.28)
특히 개인이 종교를 선택하기 이전의 행동에는 기존의 특정 종교가 자신의 욕구
(또는 동기)를 채워줄 수 있거나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지 그리고 특정 종교시설규모
가 어떠한지가 판단기준이 되고(이미지 평가), 종교선택의 실행행동으로는 자신이 선
택하고자 하는 특정 종교에 대한 욕구와 이미지가 실제로 부합한지(기대-성과 불일
치) 또는 종교시설규모가 자신에게 잘 맞는지(인지부조화), 그리고 종교를 선택한 이
후행동에는 자신이 선택한 종교가 정말 옳은 판단으로 선택했는지를 고민한 후 최종
적으로 종교선택을 하게 된다.29)
이때 복잡한 심리과정은 개인이 의사결정과정과 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 의사결정과정이란 ‘개인이 종교선택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종교를 선택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 이고 정보처리과정은 ‘개인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어떤 반
응을 보이는지의 과정’이다.30) 즉 전자인 의사결정과정은 ‘욕구인식→정보탐색→대안
의 평가→종교선택→선택 후 행동’을 통해 종교소비자의 복잡한 외적, 내적 심리과정
을 설명한다. 후자는 정보처리과정으로, ‘노출→주의→지각→반응(인지적 반응과 정서
적 반응)→저장’을 통해 개인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개인이 보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을 고찰할 수 있다.31) 예컨대, 종교인이 종교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28) Haley, R. I., "Benefit Segmentation: A Decision-Oriented Research Tool", Journal of Marketing
32(1968), 226-233. 이두희·윤희숙, “인터넷 사용자의 세분화에 따른 인터넷 사용행동과 전자
상거래 행동에 관한 연구,”「경영학 연구」30(2001), 1069-1201.
29) 교회선택은 방문자가 방문교회에서 방문목적인 영적욕구 충족 여부를 ‘기대-성과 불일치
과정’, ‘인지부조화 과정’, ‘귀인과정’ 등과 같은 일련의 심리과정을 거쳐 평가한 후 최종 결정
하게 된다. 그것은 기대치(방문 前)와 실제치(방문 後)를 평가·비교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때
복잡한 심리적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선택을 할건지 교회이탈을 할 건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회선택과 교회이탈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관희, “교인
의 교회이탈과정 연구 - 종교사회학, 심리학, 예배학의 융복합을 중심으로,” 『제68회 한국
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안양: 한국실천신학회, 2018).
30) James R. Bettman, An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of Consumer Choice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1979), 18-24.
31) 사람은 외부 자극에서 특정정보를 지각하면 이를 토대로 그 정보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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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여러 가지 외부환경의 자극정보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노출되어 주의를
하고 내용을 지각하여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보처리과정이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념과 태
도가 형성 혹은 변화된다. 따라서 종교인의 특정 종교에 대한 태도나 의사결정에서 종
교인이 사용하는 평가기준 등은 모두 종교인의 정보처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종교인은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한 종교를 선택한다.
종교선택을 결정하고 나면 종교인은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 구체적으로 종
교인의 의사결과정은 먼저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어떠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종교인은 그것을 채우려고 하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
다. 이를 위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몇 가지의 대안을
선정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선택된 것에 행동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이 종교선택 행동모형은 한국교회와 회중의 특징, 더 나아가 한국사회를
각각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이론적으로 중요한 해석적 분석 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회중의 교회선택에 대한 심리과정을 하나의 해석적 분석 틀로 제시한 것이고, 이 해석
적 틀을 통해 욕구와 교회(시설)규모를 세분화하여 한국교회와 회중의 교회선택 및 선
택행동 요인을 고찰하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모형은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통합 연구)을 통해 실천신학 뿐 아니라 인접학문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32)

은 중립적 태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태도형성은 정보처리의 결과로 형성되지만, 사람이
정보처리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사람이 정보
처리를 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는 인지적 반응(cognitive responses)과 정서적
반응(emotional responses)이 있다. 정서적 반응은 사람이 정보처리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는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 예를 들어, 회중이나 청중이
예배에 참석하면서(자극), 자연스럽게 즐겁거나 매력적이거나 포근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으
며 반대로 혐오감을 갖거나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다(정서반응).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석한 교회나 예배에 대한 이미지 또는 호감이나 비호감을 형성하게 된다(신념
과 태도).인지적 반응은 사람이 정보처리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떠올린 생각들(thoughts)
로서, 자극내용이나 정보원천(예: 교인이나 목회자 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생각, 호
기심 및 자극과는 무관한 생각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회중이나 청중이, 특정교회의 입소
문 또는 방송광고를 접할 때(자극), 그 교회의 교인이나 목회자가 입소문 대로 같다고 생각
하면(인지 반응) 동의하는 생각을 갖지만,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
이다(인지구조).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에 접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형성하게 된다(신념과 태도). 그래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은
모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은 부정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
32) 박관희, “실천신학의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 소고-방법론적 유신론을 중심으로,”「한국기독
교신학논총」 90(2013), 2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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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회규모의 분류 실증분석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교회규모의 분류방법은 방법론적으로 많은 한계에 처해
있어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는 사람마다 천편일률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주일예배 참석인원을 고려한 재정자립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하지만 교회규모는 복잡한 기술적 작업이 요하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
직체이면서 동시에 유기체이고, 거기에는 항상 성장하는데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일예배 참석인원은 일반적으로 교회규모를 재정자립도(또는 헌금액)로 분류
하는 방식인 반면에, 교회를 조직체와 유기체로 본다면, 즉 교회성장장벽을 고려한다
면 교회규모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특히 데이터마이닝
은 교회규모를 기술적 모형화 방법(규칙 발견→군집화→자료 세분화)을 통해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하는 패턴(또는 규칙)을 찾아 이를 예측하도록 도움을 준다. 데이터마이
닝은 교회규모를 분류할 때, 교회의 재정자립도, 주일예배 참석인원, 표본(자료)의 대
표성과 중심화 경향 및 분포 형태, 그리고 교회의 성장장벽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접
근방법이다.
이들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면, 한국교회 주일예배 참석 교인들의 표본(자
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몇 개의 동질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화된 분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분류방법의 최적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후
천도 기존의 분류방법들이 천편일률적인 분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제
시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교회 규모는 어떠한 분류 기준으로 이루어졌는가’와 ‘교회
규모는 어떠한 조사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가’를 말하였다.33)
그래서 교회규모를 논의할 때는 통계적으로 크게 3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표3-표5). 첫째, 교회규모의 분석 자료는 전국적인 표본, 즉 표본의 대표성(또는 표본
/자료의 규모)을 갖는가이다(표 3). 둘째, 교회규모의 분석 자료는 어떤 중심화 경향을
보이는가이다(그림 1). 즉 분석 자료의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있고, 그것이 원
만한지 아니면 급격한 대칭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다. 셋째, 교회규모의 분석 자료는
어떤 분포 형태를 갖고 있는가이다(표4-표5).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분포 형태냐
에 따라 교회규모의 분류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1. 표본의 대표성과 특성

33) 이후천, “작은 교회의 기준에 대한 선교학적 접근,”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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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본의 대표성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교회성장요인”을 조사할 목적으로, 2020. 1. 3 – 2020. 2.
20 사이에 50일간 서울, 부산·경남, 경기·인천,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울산,
강원도 8대 도시에서 19-60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95% 신뢰구간
±2.2). 설문지 문항은 교회리서치연구소(CRI)에서 자체 개발하여 표준화한 설문항목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4단계로 나누었다. 교회선택 이전 단계, 선택 단계, 선택
사후 단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가구방문을 통한 일
대일 개별면접법(Face to Face Interview)을 사용하였고, 표본 추출방법은 층화추출법,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면접조사원 선발 및 훈련에 대해서
는 교회리서치연구소 소속 전문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1일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부의 연습면접을 실시하여 본 면접에 들어갔다. 면접진행 및 통제에서는 본 면접진행
및 면접원 통제는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가 매일 당일의 질문지를 배포․회수․검
토하는 1일 통제체제를 사용하였다. 면접의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완성된 질문지
중 30%를 무작위 추출, 전문검증원이 재방문 검증하여 조사 진행상의 제반규정을 준
수하였는지 확인하였다.
2) 표본의 특성
<표 3>에 요약되어 있는 응답의 특성을 보면, 성별과 연령 및 학력과 월평균 소
득의 비율 정도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교파와 교회직분이 고른
분포를 나타내어, 한국교회의 교회규모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교회규모의 대표성’은 첫 번째 산출조건을 만족
시켰다(표 1). 이는 회귀식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것은 교회가 곡선으로 변화하면서 존재하고,34) 더 나아가가 이와 같은 회귀
곡선은 교회가 일련의 생애주기 형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성
여성

765
1216

38.6
61.4

평균

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250-300만원

260
319
134

16.4
20.2
8.5

소득

변수
거주
지역

특성

빈도

비율(%)

서울
부산
인천/경기
대구
대전
광주

368
242
291
196
278
282

18.5
12.2
14.6
9.9
14.0
14.2

34) 곡선(curved line)은 수학에서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점들의 집합으로, 종종 함수의 그
래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회귀곡선(regression curve)은 수학에서 상관관계에 있는 두
변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曲線)을 말한다. 이 곡선은 두 개의 변량 가운데서 하나
를 고정하여 놓고, 다른 변량의 평균값을 전체의 분포로부터 추측한 것을 나타낸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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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405
170
294

25.6
10.7
18.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69
494
714
168
36

28.7
24.9
36.0
8.5
1.8

학력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12
262
641
819
170

.6
13.8
33.7
43.0
8.9

교파

교회
직분

울산
강원도

224
106

11.3
5.3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기타)
감리교
기하성
침례교
기 장
성결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일반 성도

266
359
175
142
364
412
101
141
10
50
117
894
63
805

13.6
18.3
8.9
7.2
18.5
21.0
5.2
7.2
.5
2.6
6.0
46.1
3.2
41.5

2. 교회규모와 정규분포도
교회규모를 분류하기 위해선, 먼저 자료(표본)의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표본에 대한 정규분포 상의 특징이 왜도와 첨도를 통한 대칭구조 유무, 즉 평균
값, 중앙값, 최빈값의 일치 유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그림 1). 이것이 일치할 경우 정
규분포는 종의 모양으로 동일집단 크기가 완만한 간격(패턴)의 변수값에 대한 백분위
수를 갖는다. 반면에 불일치 할 경우는 백분위수가 급격한 간격의 변화를 갖는다.
<그림 1> 교회규모의 정규분포 분석

최빈값
300명

중앙값
506명

평균
43005명

교회규모의 정규분포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35) 왜도(Skewness)가
2.061(SE: .057)으로 나타나 오른쪽으로 전체 응답자 1813명 중 1500명(79.3%) 정도가
35)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마이닝 기법(1만명 이하일 경우)은 교회규모를 과학적으로 분류
할 목적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s)을 이용하였다. 이
들 통계분석 방법은 원래 데이터의 내용들이 도수분포표 상에서 어떠한 분포적 특성을 가지
고 있는지를 4가지 차원(도수분포표, 중심화경향, 산포도, 도시화)에서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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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져 있는 비대칭 구조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약 80%(1500명)가 중대형
교회(1001-3000명) 이하로 분포되어 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Descending Values(변
수값의 내림차순)의 누적치를 보면 보다 확연히 알 수 있는데, 1600명 이상의 교회 규
모가 전체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36) 구체적으로 보면, 정규분포도(또는 중심화 경향)37)는 비대칭적 구조
(asymmetric structure)로 이루어져있고, 특히 300명(최빈값, 23.1%)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의 오른쪽은 변수값이 일정한 간격의 변화를 갖는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다. 반면
에, 정규분포의 왼쪽은 500명(중위값, 47.6%)과 1000명(975명, 58.6%) 및 1500명
(79.3%)은 변수값이 완만한 변화를, 3000명(84.6%)과 43005명(평균)에서는 변수값이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교회규모에 대한 정규분포도의 중심화 경향은 비대칭적 구조이면서
한국교회가 300명 이하와 301명-1500명 까지는 동질집단의 크기가 완만하게 변화하면
서 형성되고, 그 이후 3000명 이상은 동질집단의 크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
였다. 특히 이것은 동질집단의 특징과 규모 정도를 이해하고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정규분포도 분석에서 중심화 경향(또는 대칭구조)는, 교회규모를 분류할
때 자료의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3. 교회규모와 절사점
교회규모를 분류하기 위해선, 세 번째로 자료(표본)의 분포 형태를 살펴보아야 한
다. 특히 자료의 분포 형태에서 볼 때, 중앙값이 중심위치를 나타내었다(중앙값≠평
균). 이것은 자료 분포(또는 자료 변동)가 평균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계량인 백분위
값으로 산포정도를 의미한다. 이 산포 정도가 자료의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
로, 절사점의 기준이 된다.38) 집단을 분류할 때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사 단위는 10개로 설정한다.39)
본 연구에서 절사점 분석(Cutting Point Analysis)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36) 데이터마이닝 분석에 의하면, 2000명 이상의 교회규모(중대형교회 이상)가 376교회(20.7%)
를 나타났는데, 이들 교회의 목회이미지(교회이미지, 목회자이미지, 교인이미지)가 대사회적
측면에서 한국교회 평가의 바로미터가 된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500-1000명 사이의 성도가 있는 건강한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
동원, “아름다운 퇴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목회와 신학」 통권 260(2011/2), 31.
37) 자료의 중심화 위치는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평균과 중심값 및 최빈값이 있다.
자료의 분포형태(산포도)는 자료의 분포형태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범위와 사위분간 범위
및 표준편차가 있다.
38) 배규환·이태림·이기재 공저, 『조사방법론과 사회통계』(서울: SPSS 아카데미, 2004), 299-309.
39) 강성범, 『SPSS로 배우는 데이터 분석과 활용』(서울: 길벗, 200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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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으로, 백분위수를 통해 동일크기 집단의 수를 통계적 기본 단위인 10개 집단으로
절사하여 분류하였다. 이 때 각각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왜도와 첨도를 고려한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표본에 대한 정규분포의 특징을 왜도, 첨도, 평균
값, 중앙값, 최빈값의 일치 유무에 근거하여 각각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절사점 분
석은 표본의 특성 상 교회성장장벽을 설명해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이는 표본의 특징
이 비대칭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동질집단의 기준이 각각 300명, 500명(506명), 1500
명(1504명), 3000명(3005명), 10000명(39670명)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
면, 한국교회의 60% 또는 많게는 80%가 소형교회이고40) 소형교회의 구분이 재정적
자립 측면에 따라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로 구분하기 때문에, 첫 동질성 집단의 기준
(교회성장장벽)을 100명으로 볼 수 있다.
<표 4> 교회규모의 분류를 위한 절사점 분석 비교
표본(신자)
동질크기: 5
(백분위수)

동질크기:10

동질크기:15

-

-

-

-

-

-

10%(72명)

20%(289명)
(25%: 298명)

20%(289명)

30%(303명)
40%(342명)

40%(342명)
50%(506명)

60%(975명)

60%(975명)
70%(1377명)

(75%: 1505명)
80%(1717명) 80%(1717명)

7%(57명)

동질크기:15
(백분위수)

7%(57명)

13(204명)
20%(289명)

13(204명)
20%(289명)

27%(300명)

27%(300명)

33%(306명)
40%(342명)
47%(444명)

33%(306명)
40%(342명)
47%(444명)

53%(582명)
60%(975명)
67%(1179명)

53%(582명)
60%(975명)
67%(1179명)

73%(1468명)

73%(1468명)

80%(1717명)

-

-

-

87%(234069명)

80%(1717명)
81%(3988명)
83%(4557명)
85%(7004명)
87%(234069명)

93%(-)

93%(-)

90%(267912명)

동질크기
분 류 값
(10% -10명)
(13% -14명)
(20% -18명)
(25% -22명)
(27% -23명)
(30% -26명)
(33% -30명)
(40% -31명)
(47% -40명)
(50% -44명)
(53% -50명)
7%(57명)
10%(72명)
(73% -100명)
(75% -102명)
(80% -116명)
(87% -200명)
13%(204명)
20%(289명)
25%(297명)
27%(300명)
30%(303명)
33%(306명)
40%(341명
47%(444명)

표본(신자)

표본(불신자) 표본(개척교회)

동질크기:10

동질크기:10

동질크기:10

10%(10명)
13%(14명)
20%(18명)
25%(22명)
27%(23명)
30%(26명)
33%(30명)
40%(31명)
47%(40명)
50%(44명)
53%(50명)
60%(53명)
67%(80명)
70%(94명)
73%(100명)
75%(102명)
80%(116명)
87%(200명)
90%(240명)

66%(5명)
70%(10명)
73%(13명)

-

-

7%(60명)
10%(75명)

13%(263명)
20%(291명)
25%(299명)
27%(301명)
30%(304명)
33%(306명)
40%(344명)
47%(458명)
50%(528명)
53%(615명)
60%(986명)
67%(1190명)
70%(1365명)
73%(1460명)
75%(1493명)
80%(1593명)

50%(506명)
53%(582명)
60%(975명)
67%(1179명)
70%(1377명)
73%(1468명)
75%(1504명)
80%(1717명)
81%(3988명)
83%(4557명)
85%(7004명)
87%(234069명) 81%(35335명)
90%(267912명) 90%(259008명)
93%(295819명)

93%(344명)

80%(24명)
86%(30명)
90%(40명)
93%(50명)
-

-

-

-

-

-

-

-

-

-

-

-

-

40)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의 60%가 1062교회(58.7%)로, 80%가 1441교회(79.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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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29개의 개척교회 목회자 의식조사(2010)를 보면, 전체 개척교회의 80%가
23명 이하(누적치 79.9%)였다. 특히 재정자립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출석교인수
가 45-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본 조사에서 전체 개척교회의 7.2%만이 이에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회성장장벽 역시 20명 이하와 45-50명으로 설정할 수 있
다.41) 더욱이 교회성장학자들이 말하는 교회성장 추세를 고려한다면, 한국교회의 교회
성장장벽은 200명→300과 400명→500명, 그리고 1000명→1000명으로 조정되어야 한
다.42)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예배 참석 교인수를 고려한 교회성장장벽을 20명, 50명,
100명, 300명, 500명, 1000명, 1500명, 3000명, 10000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이 교
회규모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세 번째 기준이 된다.43) 그래서 절사점 분석에서 자료의
분류 형태는, 동질집단 크기를 10분위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기준을 만
족시켰다.

4. 교회규모의 분류와 명칭
<표 5> 교회규모의 분류와 명칭
절사점 분석 결과
동질크기

동질집단

교회규모(Church Size)
교회성장장벽

교회분류

교회명칭(Name)

41) 데이빗 워맥(David Womack)은 50명, 90명, 120명, 250-300명, 600명, 1200명이 각각의 ‘성장
장벽’으로 보았고, 이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여기서 구조적인 변화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성장장벽을 말하는데, 박관희는 이것을 ‘제2 교회생애주기’, ‘재
활성화’, ‘전환점(Turning Point)’과 동일한 의미로 보았다. David A. Womack, The Pyramid
Principle of Church Growth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1977), 82. 박관희, “교회개
척의 자립주기와 그 특성 연구,”「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2011), 321-345.
42) 교회성장학자들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교회규모로서의 ‘교회성장장
벽’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개는 교회성장 장벽이 200명, 400명, 1000명 선에서 각각 존재하며,
이것을 통해 교회규모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런 성장장벽 요인 때문에 교회가 정체하거나
침체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책을 구하지 못하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실례로 미국
의 이밴스톤 제2 장로교회의 교회역사가 성장 장벽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박관
희, “교회개척의 자립주기와 그 특성 연구,”「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2011), 321-345.
Elmer Towns, Peter Wagner, and Thom Rainer, The Everychurch Guide to Grow
(Nashville: Broadman, 1998), 5-8. 피터 와그너, 톰 레이너, 엘머 타운즈/오수현 옮김,『교회
성장의 장벽을 넘어라』(서울: 첨탑, 2003), 14-16. Norman Shawchuck, Philip Kotler, Bruce
Wrenn, Gustave Rath, Marketing for Congregations: Choosing to Serve People More
Effectivel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211-212.
43) 절사점 분석(Cutting Point Analysis)에 의한 교회규모 분류방법은 데이빗 워맥(David
Womack)의 분류의 연구 결과(50명, 90명, 120명, 250-300명, 600명, 1200명)와도 비슷한 양
상(수치)을 보였다. David A. Womack, The Pyramid Principle of Church Growth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197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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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값
(10%
(13%
(20%
(25%
(27%
(30%
(33%
(40%
(47%
(50%
(53%

-10명)
-14명)
-18명)
-22명)
-23명)
-26명)
-30명)
-31명)
-40명)
-44명)
-50명)

7%(57명)
10%(72명)

(73%
(75%
(80%
(87%

분류기준
(20명 이하)

(→20명 이하)

20명 이하

(50명)

(→50명)

21-50명

100명

100명
(→100명)

51-100명

소형교회
(Small church)

300명

200명
(→300명)

101-300명

중소형교회
(Mio-medium
church)

500명

400명
(→500명)

301-5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501-1000명

1500명
-

-

1001-3000명

5000명

-

3001-5000명

10000명

-

5001-10000명

10001명 이상

-

10001명 이상

-100명)
-102명)
-116명)
-200명)

13%(204명)
(90% -240명)

20%(289명)
25%(297명)
27%(300명)
30%(303명)
33%(306명)
40%(341명
47%(444명)
50%(506명)
53%(582명)
60%(975명)
67%(1179명)
70%(1377명)
73%(1468명)
75%(1504명)
80%(1717명)
81%(3988명)
83%(4557명)
85%(7004명)
87%(234069명)
90%(267912명)

미자립교회
(Supported church)

중형교회
(Medium church)

중대형교회
(Mio-superchurch)

대형교회
(Superchurch)
초대형교회
(Mega church)

지금까지 교회규모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3가지 성립조건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규모의 분류와 명칭을 정할 수 있다(표5). 여기에
서 교회규모의 명칭을 정할 때, 언어학상으로 용어상 몇 가지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제한적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A
definition must not be too or too narrow). 둘째, 명확하지 않거나(vague), 모호하거
나(ambiguous), 애매하거나(obscure), 비유적인 언어(figurative properties)가 정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의에는 명명될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properties
of the things named)이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4)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회규모를 크게 7가지로 영역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교회 명칭도 명명할 수 있다. 그것은 20명 이하와 21명-50명의 경우는 미자립교회
(Supported Church)로, 51명-100명은 소형교회(Small Church)로, 101-300명은 중소형
교회(Mio-medium Church)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301명-500명과 501명-1000명은 중형
교회(Medium Church)와, 1001명-3000명은 중대형교회(Mio-Superchurch)로, 그리고
44) Elazar J. Pedhazur and Liora Pedhazur Schmelkin, Measurement, Design, and Analysis:
An Integrated Approach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9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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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명-5000명과 5001명-10000명은 대형교회(Superchurch)와 10001명 이상은 초대형
교회(Mega Church)로 각각 명칭을 설정하였다.

V. 교회규모별 교회선택행동 특성 분석
<표6-표8>은 ‘교회선택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신자/비신자들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교회선택에 이르며, 그들의 ‘교회선택행동’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다.45)

1. 교회규모별 교회선택 이전(以前) 행동의 특성
교회규모별 교회선택 이전(以前) 행동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6). 욕구(need)
를 보면, 모두 욕구 중시(46.2%)과 영적/사회적 욕구 중시(25.1%), 영적/생리적 욕구
중시(17.4%)와 모두 욕구 무시(11.3%)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모두 욕구 중시(46.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욕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영적/생리적 욕구 중시를,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
회)는 모두 욕구 중시를,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영적/사회적 욕구 중시를 위
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는 영적/생리적 욕구
중시를, 소형교회(51-100명)은 모두 욕구 중시와 영적/사회적 욕구 중시를, 중소형교회
(101-300명)은 모두 욕구 중시와 영적/생리적 욕구 중시를, 중형교회(301-1000명)은 모
두 욕구 무시와 모두 요구 중시를, 중대형교회(1001-3000명)은 모두 욕구 중시와 영적
/사회적 욕구 중시를, 대형교회(3001-1000명)은 영적/생리적 욕구 중시와 영적/사회적
욕구 중시를,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은 모두 욕구 무시와 영적/사회적 욕구 중시를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방문 빈도를 보면, 1-2번(58.6%)과 3번(19.3%)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1-2번)와 새벽예배 제외한 정규예배(3번)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규모
45) 교회성장연구소는 2002년 까지 10년간 175개 교회(개척 100개 교회와 부임 75개 교회)를 컨
설팅(Consulting)하여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분석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
로, 교인입장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교회분석은 목회자 분석과 교인분석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하는데, 분석결과의 데이터를 보면, 이를 배제하였다. 특히 분석교회의 성장요인 표를
보면, 1-5순위가 목회자 입장(목회현상을 강조함)를 말하고, 6-13순위는 교인 입장(목회본질
을 강조함)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교회의 출석성도 수(규모)에 따른 성장요인 표의 경우에
서도 1-3순위와 4순위가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회성장연구소는 목회자의 리더십, 설
교, 조직/새신자 관리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중요한 교회성장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실
질적으로 교회성장은 영성과 예배(설교 포함) 등과 같은 목회본질에 귀인하고 있다. 이장석,
“한국교회 10년간 성장요인 연구 보고서”, 「교회성장」115(2003/1),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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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방문빈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3번과 4-5번을,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2번을,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1번 정
도를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는 3번을, 소형교회
(50-100명)와 중형교회(301-1000명)는 4-5번을, 중소형교회(101-300명)와 중대형교회
(1001-3000명)는 2번을, 대형교회(3001-10000명)는 1번과 4-5번을,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는 1번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적을 보면, 구원/영생(37.4%)과 영적 축복(33.9%)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영적 영역(71.3%)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방문목적을 전
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구원/영생을, 101-3000명 이하의 교회
(중간 교회)는 신도와의 친목을,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와 중대형교회(1001-3000
명)는 구원/영생를, 소형교회(50-100명)는 구원/영생과 마음의 평안을, 중소형교회
(101-300명)는 영적 축복과 신도와의 친목을, 중형교회(301-1000명)는 마음의 평안과
신도와의 친목을, 대형교회(3001-10000명)은 마음의 평안을,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
는 마음의 평안과 영적 축복 및 신도와의 친목을 이해 방문하는 것을 나타났다.
교회 선택조건을 보면, 목회자(16.3%)와 예배(51.9%) 및 거리(13.1%)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예배(목회자 설교 포함)와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선택조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목사 인지도와
교우관계를,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목사 설교를, 3000명 이상의 교회
(큰 교회)는 기도/찬양 분위기와 교우관계로 인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는 목사 인지도와 교우관계 및 가족적인 분위기를, 소형교
회(50-100명)는 목사 설교와 목사 인지도 및 교파를, 중소형교회(101-300명)는 목사의
설교와 인격을, 중형교회(301-1000명)는 목사 설교와 인격 및 기도/찬양 분위기를, 중
대형교회(1001-3000명)는 집과의 거리와 목사 인격 및 교육환경을, 대형교회
(3001-10000명)는 기도/찬양 분위기와 목사 설교 및 교육환경을,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는 기도/찬양 분위기와 집과의 거리로 나타났다.
교회이탈을 보면, 사회문화적 요인(62.3%)과 목회자(22.4%)/예배(6.0%) 및 인간관
계(9.6%)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이사/직장/결혼과 예배(설교 포함)와 인간관계(목사 포
함)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교회이탈을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
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이사와 사람과의 갈등 및 교육환경을, 101-3000명 이하의 교
회(중간 교회)는 목회자와 봉사 및 직장을,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이사로 인
해 교회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와 소형교회
(50-100명)는 이사와 사람과의 갈등 및 교육환경으로, 중소형교회(101-300명)는 이사
와 사람과의 갈등으로, 중형교회(301-1000명)와 중대형교회(1001-3000명)는 직장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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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 및 봉사로, 대형교회(3001-10000명)는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 및 예배로, 초대형
교회(10001명 이상)는 이사와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매체를 보면, 지인의 소개(83.6%)와 입소문(5.5%)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사람
에 의한 입소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전도매체를 전체적으로 보
면,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입소문을,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문서매체(전도지/주보)와 방송매체(TV/라디오)가 주요 매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와 소형교회(50-100명) 및 중대형교회(1001-3000명)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교회(101-300명)는 지인의 소개를, 중형교회
(301-1000명)는 입소문를, 대형교회(3001-10000명)는 문서매체(전도지/주보)를, 초대형
교회(10001명 이상)는 지인의 소개와 방송매체(TV/라디오)를 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전도경로를 보면, 미디어(12.2%)와 목회자(6.9%) 보다는 지인의 권유(80.9%)가 중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전도경로를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
회(작은 교회)와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지인의 권유를,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미디어 매체가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와 소형교회(50-100명) 및 대형교회(3001-10000명)와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는
지인의 권유가, 중소형교회(101-300명)는 목회자의 권유가, 중형교회(301-1000명)와 중
대형교회(1001-3000명)는 미디어 매체가 전도경로로 나타났다.
<표 6> 교회규모별 교회선택 이전(以前) 행동의 특성
작은(小) 교회
교회규모
미자립교회 소형교회
선택이전 행동
(50명 이하)
(51-100명)
모두 욕구
무시(210명)
모두 욕구
11(7.4)
16(19.8)
중시(797명)
55(37.2)
28(34.6)
욕구(need)
2
(χ =114.480,
영적/생리적
54(36.5)
8(9.9)
P=.000)
중시(318명)
28(18.9)
29(35.8)
영적/사회적
148(9.4)
81(5.2)
중시(430명)
계
1번
26(20.0)
4(10.0)
2번
38(29.2)
12(30.0)
3번
33(25.4)
7(17.5)
방문빈도
(χ2=183.697,
4-5번
5(3.8)
8(20.0)
P=.000)
6-9번
19(14.6)
5(12.5)
10번 이상
9(6.9)
4(10.0)
계
130(10.1)
40(3.1)
구원/영생
109(69.9)
67(72.8)
마음의 평안
42(26.9)
38(41.3)
건강의 축복
3(1.9)
2(2.2)
방문목적
(복수응답)
영적 축복
98(62.8)
50(54.3)
신도와의 친목
23(14.7)
12(13.0)
계
156(9.3)
92(5.5)
목사 인지도
19(13.4)
12(12.9)
목사 인격
32(22.5)
13(14.0)
목사 설교
68(47.9)
66(71.0)
교육환경
2(1.4)
0(.0)
교육시설
4(2.8)
0(.0)
16(17.2)
선택조건 기도/찬양 분위기 35(24.6)
(복수응답)
프로그램
2(1.4)
4(4.3)
사회참여/봉사
9(6.3)
0(.0)
교인관리/심방체계
1(.7)
13(14.0)
교우관계
16(11.3)
36(38.7)
집과의 거리
15(10.6)
3(3.2)
교 파
5(3.5)
12(12.9)

,

중간(中) 교회

중소형교회

중형교회

큰(大) 교회

중대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계

(101-300명)

(301-1000명)

38(10.4)
172(47.1)
66(18.1)
89(24.4)
365(23.3)

69(15.3)
218(48.2)
72(15.9)
93(20.6)
452(28.8)

7(2.6)
151(56.6)
25(9.4)
84(31.5)
267(17.0)

9(37.5)
8(33.3)
7(29.2)
24(1.5)

36(15.5)
92(39.7)
40(17.2)
64(27.6)
232(14.8)

177(11.3)
725(46.2)
273(17.4)
394(25.1)
1569(100.0)

90(28.4)
108(34.1)
77(24.3)
24(7.6)
9(2.8)
9(2.8)
317(24.6)
257(65.1)
107(27.1)
18(4.6)
253(64.1)
68(17.2)
395(23.5)
21(5.7)
121(32.9)
234(63.6)
8(2.2)
0(.0)
81(22.0)
41(11.1)
13(3.5)
10(2.7)
16(4.3)
82(22.3)
3(.8)

80(21.2)
113(30.0)
64(17.0)
75(19.9)
19(5.0)
26(6.9)
377(29.3)
297(63.3)
149(31.8)
25(5.3)
272(58.0)
74(15.8)
469(27.9)
32(7.1)
109(24.3)
277(61.8)
26(5.8)
15(3.3)
122(27.2)
63(14.1)
0(.0)
7(1.6)
56(12.5)
94(21.0)
8(1.8)

78(28.6)
92(33.7)
46(16.8)
36(13.2)
16(5.9)
5(1.8)
273(21.2)
209(70.8)
88(29.8)
15(5.1)
167(56.6)
36(12.2)
295(17.5)
25(8.9)
69(24.6)
165(58.9)
44(15.7)
4(1.4)
46(16.4)
19(6.8)
7(2.5)
3(1.1)
9(3.2)
90(32.1)
9(3.2)

7(30.4)
6(26.1)
7(30.4)
3(13.0)
0(.0)
0(.0)
23(1.8)
13(56.5)
8(34.8)
1(4.3)
13(56.5)
1(4.3)
23(1.4)
0(.0)
4(16.7)
16(66.7)
4(16.7)
0(.0)
10(41.7)
3(12.5)
0(.0)
0(.0)
3(12.5)
4(16.7)
0(.0)

67(52.8)
32(25.2)
14(11.0)
4(3.1)
4(3.1)
6(4.7)
127(9.9)
158(62.9)
81(32.3)
11(4.4)
151(60.2)
39(15.5)
251(14.9)
8(4.4)
16(8.8)
84(46.2)
4(2.2)
0(.0)
92(50.5)
4(2.2)
4(2.2)
8(4.4)
34(18.7)
76(41.8)
4(2.2)

352(27.4)
401(31.2)
248(19.3)
155(12.0)
72(5.6)
59(4.6)
1287(100.0)
1110(66.0)
513(30.5)
75(4.5)
1004(59.7)
253(15.1)
1681(100.0)
117(7.6)
364(23.7)
910(59.2)
88(5.7)
23(1.5)
402(26.2)
136(8.8)
33(2.1)
42(2.7)
170(11.1)
364(23.7)
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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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3000명) (3001-10000명) (10001명 이상)

가족적인 분위기
계
목회자
봉 사
예 배
사람과의 갈등
교육환경
전 도
이탈이유
(복수응답)
친교와 교제
헌 금
이 사
직 장
결 혼
계
방송매체(TV/라디
오)
인터넷 매체
전도매체
문서매체(전도지/
2
(χ =147.250,
주보)
P=.000)
입소문
지인의 소개
계
미디어 매체
전도경로
지인의 권유
(χ2=106.843,
목회자의 권유
P=.000)
계

57(40.1)
142(9.2)
28(25.9)
4(3.7)
7(6.5)
15(13.9)
10(9.3)
2(1.9)
5(4.6)
5(4.6)
38(35.2)
21(19.4)
7(6.5)
108(9.3)

7(7.5)
93(6.1)
11(23.4)
5(10.6)
2(4.3)
12(25.5)
7(14.9)
9(.0)
2(4.3)
6(12.8)
11(23.4)
8(17.0)
3(6.4)
47(4.0)

50(13.6)
368(23.9)
81(27.8)
31(10.7)
26(8.9)
31(10.7)
18(6.2)
11(3.8)
7(2.4)
19(6.5)
67(23.0)
84(28.9)
9(3.1)
291(25.0)

63(14.1)
448(29.1)
121(35.7)
42(12.4)
21(6.2)
31(9.1)
19(5.6)
10(2.9)
12(3.5)
16(4.7)
68(20.1)
108(31.9)
8(2.4)
339(29.1)

30(10.7)
280(18.2)
90(38.3)
39(16.6)
22(9.4)
17(7.2)
11(4.7)
17(7.2)
7(3.0)
6(2.6)
38(16.2)
85(36.2)
9(3.8)
235(20.2)

0(.0)
24(1.6)
2(10.5)
2(10.5)
3(15.8)
2(10.5)
1(5.3)
0(.0)
0(.0)
0(.0)
4(21.1)
6(31.6)
2(10.5)
19(1.6)

8(4.4)
182(11.8)
35(28.2)
11(8.9)
13(10.5)
14(11.3)
7(5.6)
5(4.0)
3(2.4)
12(9.7)
28(22.6)
36(29.0)
7(5.6)
124(10.7)

215(14.0)
1537(100.0)
368(31.6)
134(11.5)
94(8.1)
122(10.5)
73(6.3)
45(3.9)
36(3.1)
64(5.5)
254(21.8)
348(29.9)
45(3.9)
1163(100.0)

0(.0)
10(6.6)
10(6.6)
8(5.3)
124(81.6)
152(11.8)

0(.0)
0(.0)
0(.0)
0(.0)
72(6.7)
72(5.6)

0(.0)
0(.0)
12(3.5)
14(4.1)
317(92.4)
343(26.7)

7(2.0)
23(6.4)
25(7.0)
37(10.3)
266(74.3)
358(27.9)

0(.0)
16(8.5)
18(9.5)
12(6.3)
143(75.7)
189(14.7)

0(.0)
0(.0)
4(36.4)
0(.0)
7(63.6)
11(.9)

8(5.1)
0(.0)
6(3.8)
0(.0)
144(91.1)
158(12.3)

15(1.2)
49(3.8)
75(5.8)
71(5.5)
1073(83.6)
1283(100.0)

15(11.5)
109(83.2)
7(5.3)
131(11.0)

0(.0)
64(98.5)
1(1.5)
65(5.4)

22(6.9)
254(80.1)
41(12.9)
317(26.5)

65(18.6)
267(76.3)
18(5.1)
350(29.3)

40(24.1)
111(66.9)
15(9.0)
166(13.9)

0(.0)
7(100.0)
0(.0)
7(.6)

4(2.5)
156(97.5)
0(.0)
160(13.4)

146(12.2)
968(80.9)
82(6.9)
1196(100.0)

2. 교회규모별 교회선택 현재(現在) 행동의 특성
교회규모별 교회선택 현재(現在) 행동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7). 교회선택
경험을 보면, 경험이 없는 사람(23.7%) 보다 있는 사람(76.3%)이 대부분을 나타나, 일
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선택경험을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보다는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가
선택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와 중소형교회
(101-300명) 및 중대형교회(1001-3000명)와 대형교회(3001-10000명) 그리고 초대형교
회(10001명 이상)는 선택경험이 있고, 소형교회(50-100명)와 중형교회(301-1000명)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이탈 횟수를 보면, 1번(36.8%), 2번(26.0%), 3번(22.6%) 순으로 나타나, 일반
적으로 3번 정도(85.4%)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교회이탈 횟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1번과 3번을,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1
번과 4번을,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1번과 5번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는 1번과 3번을, 소형교회(50-100명)는 2번과 3번을,
중소형교회(101-300명)는 43과 4번을, 중형교회(301-1000명)는 1번과 2번을, 중대형교
회(1001-3000명)는 1번과 4번을, 대형교회(3001-10000명)는 1번과 5번을, 초대형교회
(10001명 이상)는 1-2번과 10번 이상 정도를 이탈하였다.
예배(참석)횟수를 보면, 2번(28.9%), 3-4번(26.4%), 1번(14.4%) 순으로 나타나, 일
반적으로 주일예배만 또는 공적예배(69.7%)만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예배(참석)횟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3번을, 101-3000
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4-5번과 6-9번을,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2번을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는 1번과 3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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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교회(50-100명)는 3번과 4-5번을, 중소형교회(101-300명)는 4-5번과 6-9번을, 중
형교회(301-1000명)는 4-5번과 10번 이상을, 중대형교회(1001-3000명)는 2-3번과 4-5
번을, 대형교회(3001-10000명)는 2번과 3번을,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는 1번과 2번
정도 참석하였다.
교회출석 년수를 보면, 일반적으로 5년 미만(40.4%)과 5-10년 미만(31.2%)이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교회출석 년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100
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9-10년을,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1-2년
과 3-4년을,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11년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는 6년 미만을, 소형교회(50-100명)는 9년 이상을, 중
소형교회(101-300명)는 3-8년을, 중형교회(301-1000명)는 3-4년과 11년 이상을, 중대형
교회(1001-3000명)는 2년 미만을, 대형교회(3001-10000명)는 1-2년과 11년 이상을, 초
대형교회(10001명 이상)는 11년 이상을 출석하였다.
바람직한 교회 모습을 보면, 예배와 설교(55.9%)에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교회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전도/선교와 친교/
교제를,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예배와 지역사회 구제 및 전도/선교를,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편안한 분위기와 전도/선교를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는 예배(찬양/기도)와 친교/교제 및 전도/선교를,
소형교회(50-100명)는 전도/선교와 설교 및 친교/교제와 지역사회 구제를, 중소형교회
(101-300명)는 예배와 기도/찬양 및 설교를, 중형교회(301-1000명)는 예배와 전도/선교
및 지역사회 구제를, 중대형교회(1001-3000명)는 예배와 전도/선교 및 친교/교재를, 대
형교회(3001-10000명)는 전도/선교와 설교 및 지역사회 구제와 교육을, 초대형교회
(10001명 이상)는 예배(기도/찬양/분위기)와 전도/선교 및 전도/선교를 들었다.
바람직한 목회자 모습을 보면, 인격과 영성(59.5%)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목회자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관리/케어를,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인격/품성을, 3000명 이상의 교회
(큰 교회)는 인격/품성과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
회(50명 이하)는 영성과 설교 및 통솔력과 관리/케어를, 소형교회(50-100명)는 설교와
관리/케어를, 중소형교회(101-300명)는 인격/품성을, 중형교회(301-1000명)는 인격/품성
과 설교 및 관리/케어를, 중대형교회(1001-3000명)는 영성과 통솔력을, 대형교회
(3001-10000명)는 인격/품성과 설교 및 통솔력과 인간관계를, 초대형교회(10001명 이
상)는 인격/품성을 들었다.
교회까지의 거리를 보면, 대부분 20분 이내(77.5%)에 위치한 교회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교회까지의 거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
(작은 교회)는 20분 거리를,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10분 이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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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30분 이상의 거리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
교회(50명 이하)는 10-20분을, 소형교회(50-100명)는 5분과 30-30분을, 중소형교회
(101-300명)는 5분과 20분을, 중형교회(301-1000명)는 5-10분을, 중대형교회(1001-3000
명)는 10분을, 대형교회(3001-10000명)는 10분과 30분 이상을, 초대형교회(10001명 이
상)는 30분 이상을 선호하였다.
<표 7> 교회 규모별 교회선택 현재(現在) 행동의 특성
교회규모

(χ =236.627,
P=.000)

교회이탈
횟수
2

(χ =231.240,
P=.000)

예배(참석)
횟수
(χ2=271.472,
P=.000)

교회출석
년수

(χ2=386.595,
P=.000)

교회상

(복수응답)

목회자상

(복수응답)

교회까지
거리

(χ2=321.038,
P=.000)

중간(中) 교회

큰(大) 교회

중대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10001명
(101-300명) (301-1000명) (1001-3000명) (3001-10000명
)
이상)

계

(50명 이하)

소형교회

(51-100명)

중소형교회

중형교회

있 다
없 다
계

145(89.5)
17(10.5)
162(9.3)

40(43.0)
53(57.0)
93(5.3)

349(82.5)
74(17.5)
423(24.2)

373(77.1)
111(22.9)
484(27.6)

278(91.4)
26(8.6)
304(17.4)

23(100.0)
0(.0)
23(1.3)

128(48.9)
134(51.1)
262(15.0)

1336(76.3)
415(23.7)
1751(100.0)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이상
계
1번
2번
3번
4-5번
6-9번
10번 이상
계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8번
9-10번
11-15년
16년 이상
계
교 육
예 배
설 교
기도/찬양
지역사회 구제
사회문제 참여
편안한 분위기
친교/교제
전도/선교
계
영 성
인격/품성
많은 은사
통솔력
설 교
관리/케어
인간관계
지적 능력
교계 지명도
계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1시간 이상
계

60(41.1)
30(20.5)
39(26.7)
11(7.5)
0(.0)
4(2.7)
0(.0)
0(.0)
2(1.4)
146(10.9)
33(19.9)
37(22.3)
72(43.4)
17(10.2)
3(1.8)
4(2.4)
166(9.4)
8(5.0)
38(23.6)
24(14.9)
38(23.6)
18(11.2)
19(11.8)
8(5.0)
8(5.0)
161(9.2)
2(1.2)
99(60.0)
32(19.4)
43(26.1)
24(14.5)
8(4.8)
7(4.2)
31(18.8)
81(49.1)
165(9.5)
109(65.7)
67(40.4)
12(7.2)
37(22.3)
37(22.3)
53(31.9)
10(6.0)
3(1.8)
2(1.2)
166(9.5)
12(7.3)
40(24.2)
85(51.5)
16(9.7)
8(4.8)
4(2.4)
165(9.3)

16(30.8)
20(38.5)
15(28.8)
1(1.9)
0(.0)
0(.0)
0(.0)
0(.0)
0(.0)
52(3.9)
4(4.3)
12(12.9)
34(36.6)
31(33.3)
4(4.3)
8(8.6)
93(5.3)
0(.0)
7(7.5)
8(8.6)
5(5.4)
4(4.3)
12(12.9)
21(22.6)
36(38.7)
93(5.3)
7(7.5)
21(22.6)
52(55.9)
17(18.3)
25(26.9)
0(.0)
2(2.2)
15(16.1)
46(49.5)
93(5.3)
51(54.8)
21(22.6)
1(1.1)
9(9.7)
36(38.7)
49(52.7)
10(10.8)
3(3.2)
6(6.5)
93(5.3)
24(25.8)
4(4.3)
46(49.5)
19(20.4)
0(.0)
0(.0)
93(5.3)

103(29.5)
82(23.5)
101(28.9)
28(8.0)
21(6.0)
4(1.1)
6(1.7)
0(.0)
4(1.1)
349(26.0)
58(13.8)
121(28.7)
96(22.8)
94(22.3)
40(9.5)
12(2.9)
421(23.8)
36(8.6)
79(18.8)
61(14.5)
86(20.4)
63(15.0)
36(8.6)
52(12.4)
8(1.9)
421(24.1)
21(5.0)
236(56.3)
98(23.4)
127(30.3)
78(18.6)
8(1.9)
25(6.0)
49(11.7)
184(43.9)
419(24.1)
268(64.1)
223(53.3)
12(2.9)
65(15.6)
98(23.4)
124(29.7)
30(7.2)
4(1.0)
1(.2)
418(23.9)
132(31.8)
72(17.3)
137(33.0)
38(9.2)
30(7.2)
6(1.4)
415(23.5)

140(38.6)
107(29.5)
80(22.0)
18(5.0)
7(1.9)
7(1.9)
0(.0)
4(1.1)
0(.0)
363(27.0)
46(9.4)
135(27.7)
111(22.8)
106(21.8)
29(6.0)
60(12.3)
487(27.5)
41(8.4)
86(17.7)
60(12.3)
51(10.5)
41(8.4)
40(8.2)
96(19.7)
72(14.8)
487(27.8)
26(5.4)
268(55.3)
108(22.3)
115(23.7)
97(20.0)
12(2.5)
33(6.8)
58(12.0)
247(50.9)
485(27.9)
292(60.1)
247(50.8)
21(4.3)
83(17.1)
124(25.5)
155(31.9)
34(7.0)
5(1.0)
3(.6)
486(27.8)
153(31.4)
120(24.6)
155(31.8)
45(9.2)
6(1.2)
8(1.6)
487(27.5)

109(39.9)
62(22.7)
49(17.9)
32(11.7)
16(5.9)
2(.7)
0(.0)
3(1.1)
0(.0)
273(20.3)
34(10.9)
92(29.6)
94(30.2)
72(23.2)
19(6.1)
0(.0)
311(17.6)
66(21.5)
88(28.7)
29(9.4)
35(11.4)
23(7.5)
14(4.6)
25(8.1)
27(8.8)
307(17.5)
14(4.7)
163(55.3)
50(16.9)
68(23.1)
55(18.6)
11(3.7)
27(9.2)
39(13.2)
149(50.5)
295(17.0)
229(75.8)
123(40.7)
6(2.0)
71(23.5)
68(22.5)
73(24.2)
20(6.6)
0(.0)
1(.3)
302(17.2)
56(18.0)
90(28.9)
96(30.9)
27(8.7)
33(10.6)
9(2.9)
311(17.6)

13(65.0)
0(.0)
0(.0)
0(.0)
7(35.0)
0(.0)
0(.0)
0(.0)
0(.0)
20(1.5)
0(.0)
15(55.6)
9(33.3)
3(11.1)
0(.0)
0(.0)
27(1.5)
0(.0)
10(37.0)
0(.0)
3(11.1)
0(.0)
0(.0)
6(22.2)
8(29.6)
27(1.5)
4(14.8)
10(37.0)
8(29.6)
6(22.2)
6(22.2)
0(.0)
3(11.1)
1(3.7)
16(59.3)
27(1.6)
16(64.0)
13(52.0)
0(.0)
7(28.0)
7(28.0)
2(8.0)
4(16.0)
0(.0)
1(4.0)
25(1.4)
4(14.8)
7(25.9)
0(.0)
10(37.0)
3(11.1)
3(11.1)
27(1.5)

53(37.9)
48(34.3)
20(14.3)
0(.0)
7(5.0)
0(.0)
0(.0)
0(.0)
12(8.6)
140(10.4)
80(30.1)
100(37.6)
52(19.5)
24(9.0)
4(1.5)
6(2.3)
266(15.0)
24(9.4)
26(10.2)
16(6.3)
20(7.9)
11(4.3)
28(11.0)
70(27.6)
59(23.2)
254(14.5)
13(5.1)
150(58.6)
49(19.1)
69(27.0)
44(17.2)
9(3.5)
30(11.7)
30(11.7)
114(44.6)
256(14.7)
168(64.4)
137(52.5)
10(3.8)
40(15.3)
60(23.0)
73(28.0)
27(10.3)
1(.4)
0(.0)
261(14.9)
40(14.8)
42(15.6)
56(20.7)
54(20.0)
51(18.9)
27(10.0)
270(15.3)

494(36.8)
349(26.0)
304(22.6)
90(6.7)
58(4.3)
17(1.3)
6(.4)
7(.5)
18(1.3)
1343(100.0)
255(14.4)
512(28.9)
468(26.4)
347(19.6)
99(5.6)
90(5.1)
1771(100.0)
175(10.0)
334(19.1)
198(11.3)
238(13.6)
160(9.1)
149(8.5)
278(15.9)
218(12.5)
1750(100.0)
87(5.0)
947(54.4)
397(22.8)
445(25.6)
329(18.9)
48(2.8)
127(7.3)
23(12.8)
114(44.5)
1740(100.0)
1133(64.7)
831(47.5)
62(3.5)
312(17.8)
430(24.6)
529(30.2)
135(7.7)
16(.9)
14(.8)
1751(100.0)
421(23.8)
375(21.2)
575(32.5)
209(11.8)
131(7.4)
57(3.2)
1758(100.0)

선택현재 행동
선택경험
유무
2

작은(小) 교회

미자립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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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규모별 교회선택 이후(以後) 행동의 특성
교회규모별 교회선택 이후(以後) 행동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8). 목회자 만
족도를 보면, 불만족(2.1%)이나 유보(12.6%) 보다 만족하는 사람(85.3%)이 대부분을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목회자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교회나 큰 교회보다는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
(50명 이하)와 중형교회(301-1000명)는 유보를, 소형교회(50-100명)과 중소형교회
(101-300명) 및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는 만족을, 중대형교회(1001-3000명)과 대형
교회(3001-10000명)는 목회자에게 불만족하였다.
교회 만족도를 보면, 불만족(4.0%)이나 유보(19.1%) 보다 만족하는 사람(76.8%)이
대부분을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교회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
(작은 교회)는 유보를,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만족을,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와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 및 대형교회(3001-10000명)는 유보를, 소형교회(50-100명)과
중소형교회(101-300명) 및 중대형교회(1001-3000명)는 만족을, 중형교회(301-1000명)는
교회에 불만족하였다.
교회교육 만족도를 보면, 불만족(4.1%)이나 유보(20.4%) 보다 만족하는 사람
(75.5%)이 대부분을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교회교육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보다는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가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와 중형교회(301-1000명)는 유보를, 소형
교회(50-100명)와 중소형교회(101-300명) 및 중대형교회(1001-3000명)는 만족을, 대형
교회(3001-10000명)는 불만족과 만족을,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는 교회교육에 불만
족하였다.
정착이유를 보면, 목회자와 예배(73.3%)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정착이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예배분위기를, 101-3000
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목사의 인격과 설교 및 영적인 만족과 교우의 친절을,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예배분위기와 친구의 권유를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
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는 목사의 인격과 가족/교우/친구의 관심 및 예배분위기를,
소형교회(50-100명)는 예배와 설교 및 영적인 만족과 친구의 권유를, 중소형교회
(101-300명)는 목사의 인격과 설교 및 영적인 만족을, 중형교회(301-1000명)는 목사의
인격과 설교 및 가족/교우의 친절과 영적인 만족을, 중대형교회(1001-3000명)는 예배
와 영적인 만족 및 교우의 친절과 봉사를, 대형교회(3001-10000명)는 예배와 친구의
권유를,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는 예배와 영적인 만족 및 가족/친구의 권유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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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그리고 봉사로 정착을 하였다.
정착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44.9%)과 6개월-1년 미만(23.8%)인 것으로 나타났
다. 교회 규모별 정착기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 교회)는 1년 미
만을,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1개월과 6개월-1년 미만을, 3000명 이상
의 교회(큰 교회)는 6개월 미만과 3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
명 이하)는 3개월과 1년 미만 및 3년 이상을, 소형교회(50-100명)는 1년 미만과 3년
이상을, 중소형교회(101-300명)와 중대형교회(1001-3000명)는 1개월과 6개월-1년 미만
을, 중형교회(301-1000명)는 1개월과 3년 이상을, 대형교회(3001-10000명)는 3개월-1년
미만과 3년 이상을,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는 6개월과 3년 이상을 정착기간으로 나
타났다.
현(現) 봉사분야를 보면, 예배와 같은 기본적인 소극적 신앙활동(78.3%)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현 봉사분야를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
은 교회)는 교회안에서의 봉사활동을,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는 교회안에
서의 소그룹활동과 본사활동을,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봉사활동 보다는 예배
만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는 예배만 드림과 봉사
활동(내)을, 소형교회(50-100명)와 중형교회(301-1000명)는 선교활동(밖)과 봉사활동
(내)을, 중소형교회(101-300명)는 예배만 드림을, 중대형교회(1001-3000명)는 예배만
드림 및 선교활동(밖)과 봉사활동(내)을, 대형교회(3001-10000명)는 예배만 드림과 소
그룹활동(내)을,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는 예배만 드림을 봉사하고 있었다.
희망(來) 봉사분야를 보면, 교회안에서의 적극적인 신앙활동(94.8%)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 희망 봉사분야를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밖에서의 선교
활동을, 101-3000명 이하의 교회(중간 교회)와 3000명 이상의 교회(큰 교회)는 교회안
에서의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자립교회(50명 이하)와
소형교회(50-100명)는 선교활동(밖)을, 중소형교회(101-300명)와 중형교회(301-1000명)
는 봉사활동(내)을, 중대형교회(1001-3000명)는 봉사활동(내)와 선교활동(밖)을, 대형교
회(3001-10000명)는 봉사활동(내)을, 초대형교회(10001명 이상)는 선교활동(밖)을 선호
하였다.
<표 8> 교회 규모별 교회선택 이후(以後) 행동의 특성
교회규모
선택이후 행동
목회자
만족도
2

(χ =109.620
, P=.000)

교 회
만족도

(χ2=71.464,

불만족
유 보
만 족
계
불만족
유 보
만 족

작은(小) 교회

미자립교회

중간(中) 교회

(50명 이하)

(51-100명)

소형교회

중소형교회

0(.0)
50(30.5)
114(69.5)
164(9.3)
4(2.4)
57(34.8)
103(62.8)

0(.0)
13(14.0)
80(86.0)
93(5.2)
0(.0)
16(17.2)
77(82.8)

4(.9)
29(6.9)
389(92.2)
422(23.8)
12(2.9)
59(14.4)
338(82.6)

(10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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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大) 교회

중형교회

중대형교회

대형교회

11(2.2)
71(14.4)
410(83.3)
492(27.8)
27(5.5)
91(18.5)
374(76.0)

15(4.9)
36(11.8)
253(83.2)
304(17.2)
4(1.3)
47(15.5)
253(83.2)

4(14.8)
4(14.8)
19(70.4)
27(1.5)
4(14.8)
8(29.6)
15(55.6)

(301-1000명) (1001-3000명) (3001-10000명
)

초대형교회

계

4(1.5)
20(7.4)
246(91.1)
270(15.2)
20(7.5)
58(21.8)
188(70.7)

38(2.1)
223(12.6)
1511(85.3)
1772(100.0)
71(4.0)
336(19.1)
1348(76.8)

(10001명
이상)

P=.000)

교회교육
만족도
2

(χ =57.101,
P=.000)

정착이유

(복수응답)

정착기간

(χ2=231.230
, P=.000)

봉사/사역
분야
(복수응답
)
희망
헌신분야
2

(χ =35.167,
P=.009)

계
불만족
유 보
만 족
계
목사 인지도
목사 인격
목사 설교
가족의 권유
친구의 권유/관심
예배분위기
교회시설 맘에 들어
교회학교 교육환경
교우의 친절
자녀들이 좋아해서
영적인 만족
원하는 봉사를 할 수
있어
계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미만
1년
2년
3년 이상
계
예배만 드림
선교활동(밖)
소그룹활동(내)
봉사활동(내)
계
예배만 드림
선교활동(밖)
소그룹활동(내)
봉사활동(내)
계

164(9.3)
6(3.7)
60(37.3)
95(59.0)
161(9.4)

93(5.3)
2(2.2)
17(18.3)
74(79.6)
93(5.4)

409(23.3)
13(3.3)
65(16.3)
322(80.5)
400(23.4)

492(28.0)
12(2.5)
109(22.9)
354(74.5)
475(27.7)

304(17.3)
15(5.1)
48(16.3)
232(78.6)
295(17.2)

27(1.5)
3(12.5)
1(4.2)
20(83.3)
24(1.4)

266(15.2)
19(7.2)
49(18.5)
197(74.3)
265(15.5)

1755(100.0)
70(4.1)
349(20.4)
1294(75.5)
1713(100.0)

9(6.2)
54(37.2)
65(44.8)
26(17.9)
25(17.2)
75(51.7)
7(4.8)
7(4.8)
28(19.3)
22(15.2)
63(43.4)
14(9.7)
145(9.0)

13(14.1)
20(21.7)
73(79.3)
8(8.7)
10(10.9)
47(51.1)
5(5.4)
1(1.1)
7(7.6)
2(2.2)
57(62.0)
10(10.9)
92(5.7)

27(7.0)
150(38.9)
253(65.5)
36(9.3)
38(9.8)
179(46.4)
12(3.1)
14(3.6)
62(16.1)
14(3.6)
231(59.8)
46(11.9)
386(24.0)

31(6.9)
141(31.4)
259(57.7)
63(14.0)
42(9.4)
209(46.5)
21(4.7)
39(8.7)
86(19.2)
31(6.9)
261(58.1)
53(11.8)
449(27.9)

22(7.9)
64(22.9)
139(49.6)
37(13.2)
23(8.2)
137(48.9)
27(9.6)
33(11.8)
60(21.4)
14(5.0)
165(58.9)
36(12.9)
280(17.4)

0(.0)
6(26.1)
12(52.2)
3(13.0)
4(17.4)
17(73.9)
2(8.7)
0(.0)
2(8.7)
3(13.0)
11(47.8)
2(8.7)
23(1.4)

18(7.8)
51(22.0)
116(50.0)
49(21.1)
27(11.6)
112(48.3)
2(.9)
9(3.9)
49(21.1)
13(5.6)
126(54.3)
45(19.4)
232(14.4)

120(7.5)
486(30.2)
917(57.1)
222(13.8)
169(10.5)
776(48.3)
76(4.7)
103(6.4)
294(18.3)
99(6.2)
914(56.9)
206(12.8)
1607(100.0)

4(2.8)
1(.7)
44(31.0)
16(11.3)
32(22.5)
4(2.8)
0(.0)
41(28.9)
142(12.2)
75(56.4)
12(9.0)
77(57.9)
34(25.6)
133(9.5)
3(3.9)
11(14.3)
3(3.9)
60(77.9)
77(9.4)

0(.0)
4(8.3)
5(10.4)
0(.0)
11(22.9)
0(.0)
8(16.7)
20(41.7)
48(4.1)
33(44.0)
4(5.3)
51(68.0)
28(37.3)
75(5.3)
0(.0)
8(34.8)
0(.0)
15(65.2)
23(2.8)

42(14.7)
1(.4)
36(12.6)
55(19.3)
75(26.3)
12(4.2)
38(13.3)
26(9.1)
285(24.5)
182(56.2)
24(7.4)
179(55.2)
65(20.1)
324(23.1)
4(2.1)
21(10.8)
8(4.1)
161(83.0)
194(23.7)

34(10.1)
39(11.6)
41(12.2)
37(11.0)
53(15.7)
12(3.6)
35(10.4)
86(25.5)
337(28.9)
200(50.8)
38(9.6)
246(62.4)
102(25.9)
394(28.1)
0(.0)
16(7.3)
10(4.6)
193(88.1)
219(26.8)

28(12.4)
21(9.3)
26(11.6)
45(20.0)
50(22.2)
9(4.0)
20(8.9)
26(11.6)
225(19.3)
134(54.5)
20(8.1)
147(59.8)
64(26.0)
246(17.5)
0(.0)
21(13.0)
4(2.5)
136(84.5)
161(19.7)

0(.0)
0(.0)
3(17.6)
3(17.6)
4(23.5)
0(.0)
0(.0)
7(41.2)
17(1.5)
13(61.9)
3(14.3)
13(61.9)
4(19.0)
21(1.5)
0(.0)
1(7.7)
0(.0)
12(92.3)
13(1.6)

4(3.6)
4(3.6)
11(9.9)
20(18.0)
12(10.8)
4(3.6)
12(10.8)
44(39.6)
111(9.5)
120(56.9)
24(11.4)
118(55.9)
38(18.0)
211(15.0)
2(1.5)
19(14.5)
9(6.9)
101(77.1)
131(16.0)

112(9.6)
70(6.0)
166(14.2)
176(15.1)
237(20.3)
41(3.5)
113(9.7)
250(21.5)
1165(100.0)
757(53.9)
125(8.9)
831(59.2)
335(23.9)
1404(100.0)
9(1.1)
97(11.9)
34(4.2)
678(82.9)
818(100.0)

VI. 결론
교회규모와 교회선택행동은 목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목회사역의 플랫폼이자 바
로미터가 된다. 사실상 교회규모와 교회선택행동은 교단정책이나 실천신학 교육의 방
향성을 이해하고 제시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교회성장요인, 교인의 분포 정도와
형태, 교회의 조직형태와 프로그램, 목회자의 리더십, 교회 행정과 운영, 목회사역의
특징, 예배의 음향 형태, 그리고 효과적인 교회의 건축과 내부시설 설계 등에 대한 목
회방향을 제공해 준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교회규모는 크게 7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미자
립교회(Supported church)를 20명 이하와 45-50명 선으로 보고, 자립교회로서 소형교
회(Small church)는 51-100명, 중소형교회(Mio-medium church)는 101-300명, 중형교회
(Medium church)는 301-1000명(300-500명과 501-1000명), 중대형 교회(Mio-Superchurch)
는 1001-3000명, 대형 교회(Superchurch)는 3001-10000명(3001-5000명과 5001-10000
명), 초대형 교회(Mega church)는 10001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선택행동의 분석 결과 교회선택 이전(以前) 행동 특성을 보면, 회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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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1주일에 3번 정도 공예배에 참석하려는 성향이 있고, 예배
(설교 포함)와 목회자, 물리적 거리가 교회의 선택과 이탈의 중요 요인이였다. 그리고
전도는 미디어와 목회자 보다는 지인의 권유와 입소문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선택 현재(現在) 행동 특성을 보면, 10명 중 8명은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를 선택
한 경험이 있고, 이들은 3번 정도의 이탈경험도 갖고 있었다. 예배참석은 주로 주일대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출석은 5년 미만과 5-10년 미만의 2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예배
와 설교를 바람직한 교회 모습으로 보고 목회자는 인격과 영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그리고 차 또는 도보로 대부분 20분 이내에 위치한 교회를 선호하였다. 교회
선택 이후(以後) 행동 특성을 보면, 10명 중 8명은 대체로 출석교회와 담임 목회자, 그
리고 교회교육에 만족하였다. 이들의 정착이유는 목회자와 예배가 주요 요인이었고,
정착기간은 6개월 미만과 6개월-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현재 교회봉사
는 하지 않고 예배참석과 같은 소극적 신앙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희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앞서 상술한 자료가 1교회 2예배 체제와 1인 2교회 시대에 접어든 한
국교회에게 현재 목회현장에 적용하는 동시에 미래교회의 다양한 목회상황을 예측하
고 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논의되고 활성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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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교회규모(Church Size)별 교회선택행동 연구”에
대한 논찬

조 성 돈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목회사회)

1. 논문의 내용
본 논문은 교회의 규모에 따른 회중의 특성을 분석하여 회중이 어떠한 과정을 거
쳐서 교회를 선택하는가를 보는 의결정과정과 회중이 교회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서비
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는 정보처리과정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서 먼저 교회의 규모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헌고찰을 통해 다양한 입
장들을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종교선택행동을 모형화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교
내지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정리해 주고 있다.
이후 실증연구를 통해서 교회규모에 대한 분포도를 살피고, 무엇보다 교회규모
별로 교회선택에 있어서 어떤 행동의 특성을 가졌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것
은 교회를 선택한 이후에도 어떤 것들에 반응하고 있는지까지 잘 살피고 있다.
2. 논문의 장점
교회규모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잘 정리했다. 국내, 외의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
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낸 것은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자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종교선택행동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정
리하여 하나의 표를 만든 것도 후속연구자들에게는 감사한 일이다. 일목요연하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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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무엇보다 접근이 없었던 종교선택행동에 대해서 논의를 열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분야를 소개해 준 것은 큰 공헌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활력과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3. 아쉬운 점
논문은 개인적으로 새로운 면들이 많아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내용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다. 논문도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설명이 빠지고 내용만 전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교회규모에 대한 정리는 잘 해
주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누구는 몇 명으로 짤라서 규모를 정했다
는 숫자는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또는 교회선택행동에 대한 것도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나고, 그게 하나의 표로 정리는 되었는데 그 내용이나 서로의 연
관성 등이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용과 각주가 생뚱 맞은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각주 25는 교회 선택의 합리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슬람 이야기로 갑자기
부연된다. 또는 각주 28도 종교선택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종교선택 준비단계, 종교선
택단계, 종교선택 이후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인터넷 사용자의 세분화에 따른
인터넷 사용행동과 전자상거래 행동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붙어 있다.
실증분석에서 표본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근거를 많이 들었지만 의구심이 든다.
연령별로 보면 50대는 8.5%이고 60대 이상은 1.8% 밖에 안 된다. 그리고 교파별로 보
면 최대교파인 예장(합동)이나 예장(통합)을 제치고 침례교가 21%로 제일 많고, 기하
성이 18.5%로 그 다음으로 많다. 이에 근거해서 교회규모를 정한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교회규모별 선택행동에 관한 부분에서는 표에 나온 수치와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욕구를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작은교회)는 영적/생리적
욕구를 중시한다고 했는데 표의 응답을 보면 모두 욕구 중시가 월등히 많다. 이런 것
이 내내 이어져서 조심스럽다.
4. 결론
본 논문은 몇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교회규모에 대한 표준화나 교회선택
에 대한 이론적 정리는 훌륭하다. 한국교회가 참고하고 이용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또 후속 연구에 대한 좋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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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교회규모(Church Size)별 교회선택행동 연구”에
대한 논찬

조 성 호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영성과 리더십)

기독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이후, 신학적인 개념 정립과 실제적 적용 방안
은 언제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깊은 관심사인 동시에 논쟁이 끊이지 않는 뜨거운
감자였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합일 가능성을 깊이 확신
하던 초기와 중세 교회 시절, 교회는 주로 신비한 용어와 초월적 관점에 의해 규정되
었고 그에 따른 사회와의 상호 관계 역시 교회의 우월성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인문주
의와 르네상스,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등이 홍수처럼 쏟아진 16세기 이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실존적 가치는 점차 인간의 감각적 현상세계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과학과 기
술의 발전은 교회를 사회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판단하는 시각을 정착하는 강력한 원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교회의 신학적 규정 과정에 작용하던 보수적이고 자기방어적 시각이 약해진 20세
기의 흐름은 21세기의 포스트모던 사상 등으로 인하여 더욱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었
다. 교회의 존재 양식과 내용은 철저히 미디어 문명과 디지털 플랫폼 등에 의해 재정
립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은 그런 변화
에 박차를 가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기능했다. 교회 내부의 전통적인 지도자들로 평가
받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통념은 점차 사소한 변수나 고루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취급되었고,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정황에 따른 관념을 수용해야 하는 낯선 현실을 당
연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대면하는 지경에 도달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주도적 역할과
위상은 이제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과거와 다른 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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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앞에 놓이게 되었다.
본 논문은 그와 같은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어떤 잣
대와 과정을 통하여 대안을 도출할 것인지에 관한 심층적이고 정밀한 접근방식을 보
여주고 있다. 특정 사안에 관한 판단을 진행할 때, 통계와 과학적 분석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는 현대사회의 경향을 교회의 정체성 재정립에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
라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안목을 거쳐 미래의 방향까지 제시하려는 의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에 따라 교회에 관한 신학적 논의는 교회 내부 구
성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배타적 울타리나 형이상학적 사상의 영역에 국한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더 넓은 융합과 대화의 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21세기 신학 토론의 장에서 과거지향적 방법론만 고집할 수 없다는 점을 인
정한다면, 본 논문의 연구 방식과 글쓰기, 주요 관심사 등은 내용 자체를 떠나 앞으로
전개될 신학적 연구의 예시로써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방법론과 연구주제에 관한 성
찰은 결국 실천신학의 대세로 자리 잡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그런 까닭에 연구자의
혜안을 크게 치하하고 이후의 작업에도 큰 기대를 건다는 평가는 자그마한 아쉬움도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위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를 향한 평가와 더불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덧붙인다. 우선 전반적으로 사회학적 시각과 통계와 분석으로 채운 내용
속에서 신학적 가치판단의 기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이 점은 앞
서 서술한 것처럼 연구자의 최대 강점에 속하는 기법이며, 향후 실천신학 연구의 방향
성을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의 피치 못할 부산물이기도 하다. 사회학적 특성을 대폭 강
화한 결과, 전통적인 신학 논쟁의 협소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교회 안팎의 다수 사회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까닭이다.
하지만 신학은 단순히 사실 자체를 논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 역시 도외시할 수 없다. 비록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본성을
토의한다고 하더라도, 신학은 언제나 현실을 변화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며
그를 통해 사회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구조적으로 확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더구나
실천신학 영역은 이론을 다루는 신학 범주들과 비교하면 현실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낄 당위성을 지닌다. 그런 면에서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그에 따른 서술적 논지에 집중한 본 논문은 일정 부분 신학적 정합성에 근거한 정밀
한 연구의 약화 및 윤리적 체계가 부재하다는 모순을 피할 수 없다. 즉 실천신학은 현
실에 벌어진 신학적 위기와 이슈들에 관한 서술적 분석에 이어 역사와 신학적 구조에
맞는 원인 제공 그리고 미래 지향적 가치에 근거한 대안을 전략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는 일련의 구도를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연구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면
서도, 실천신학이 지녀야 할 본래의 정체성에 충실하기 위해 연구주제에 대한 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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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연을 기대한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연구자의 들어가는 말과 달리 본 연구가 지닌 코
로나-19 상황이나 인구 급감과 같은 오늘날 당면과제들이 연구 내용에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연구자가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다양한 후속연
구들에 대한 기대감과 다소 어색한 조합을 연출한다. 물론 인구의 급속한 감소나 예상
하지 못한 전염병 등으로부터 출발하는 향후 작업이 본문의 세부 내용과 연관되지 못
할 이유는 없으며, 그런 과제는 비단 연구자뿐 아니라 모든 실천신학자의 공동 책임이
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많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평가하듯, 코로나-19
상황 이후의 인류 역사는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방향과 내용을 지닐 것이 자명하다
는 점에서 교회에 관한 사회학적 진단과 그에 따른 제언은 단순한 분석 이외의 시급
한 사회 현안들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가 그와 같은 한
국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 점을 보완함으로써 더 깊은 성찰의 결과
를 유도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피력한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사항은 교회 구성 측면에서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입
장을 큰 개선 없이 고수한다는 점이다. 즉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교회 관련 변화 중 주
목할 만한 사실은 목회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등장과 신자들이 주도적으로 실행하
는 대안 목회의 활성화라는 점을 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구 내용을 자세
히 살펴보면 여전히 교회 구조에 대한 인식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원 또는 규모와 연계된 교회 활동과 교회선택 과정의 유형들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
다수 교회의 존재 방식이 전통적인 이해에 머무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의 기본 접
근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폭넓은 미래 지향적 연구를
위하여 교회 형성 및 운용에서 목회자와 신자가 지니는 역할에 대한 도전적이고 혁신
적인 방안을 도입할 이유 역시 외면할 수 없다. 이후에 진행될 연구자와 다른 학자들
의 작업 속에서 그런 점이 강하게 보완되기를 바라며, 광범위한 연구주제를 위한 포괄
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한 연구자의 노고에 큰 치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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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교회규모(Church Size)별 교회선택행동 연구”에
대한 논찬

조 용 순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기독교교육)

본 연구는 두 가지 의미에서 개인적인 관심과 그리고 한국 교회적인 필요성을 공
감하는 논문이다.
첫째, 개인적인 관심이란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지
역적 특색과 성향, 한국사회의 변화들, 교회의 분포들과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레 짐작(?)되어진 내용들이,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 그리고 통합하는 연구를 통
해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들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있
는 것이 본 연구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이다. 둘째는 COVID-19의 상황에서 한국교
회를 위한 다음 행보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
다는 점이다. 사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과거 및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시각을 떠나 성도들의 시각을 통해서 보는 본 연구의 결과
들, 그리고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연구의 내용들은 다음을 위한 목회
(Ministry for the next)와 코비드 19 이후의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교
회에 중요한 착안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연구자인 박관희 박사는 본 연구의 목적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교회 규
모의 분류에 대한 한국과 북미의 선행적 시각들을 소개하고, 둘째는 첫 번째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정하고 명명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말한다. 셋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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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연구된 결과로서 교회의 분류 및 명명 그리고 종교선택 행
동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소개하여 한국교회가 다음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
이며, 넷째는 이를 통해 각 분류된 교회들이 장단기의 목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근거
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박관희 박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교회 규모의 분류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자료들
을 첨부하고 있다.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40년 가까이 지난 오래된 자료들의 사용이
기에, 연구 자료의 노쇠화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지만, 연구물을 읽으며 이는 이 부분
에 대한 학문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그동안 없었다는 반증이 되기에 이해가 되
는 부분이었다. 이는 또한,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논평자가 느꼈던 것처럼 개인적인
추측과 관행적 추정으로 한국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젖어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추정과 추측을 넘어 사회과학적인 툴을 사용하여 본 주제를 접
근한다.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중요하며, 이
는 어떤 정보처리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실행되는지에 대한 연구 접근이다. 물론, 행동
심리 과정에서 의사결과 과정과 정보처리과정에 종교 안에서의 선택 행동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겠지만,1) 사회과
학적 도구의 사용은 그 적절성과 애매한 추정과 추측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시도로
믿는다.
본 연구는 약 1년 전에 시행된 성인 성도 2000여 명 정도의 리서치를 근간으로
한다. 일대인 개별면접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한 문항들과 세부적
인 사항들이 모두 소개되지는 않아서, 근간을 이루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해소
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완성된 추후 논문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는
다. 본 리서치를 통해서 연구자는 한국적인 교회의 사이즈별 구분을 제시한다. 물론,
이 자료(표4)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보지만, 표5에
서 제시하는 결과는 그동안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추정에 근사치에 가까운 결과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결과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적 방
법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갖는다고 본다.2)
1) 행동심리과정에 대한 도구의 사용에 대해서 가지는 의문점은, 성도들의 교회 선택 행동에 대
한 심리적인 요인은 연구자가 제시하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종교적 헌신도, 영적 경험, 과거
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신앙 경험, 종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개인 및 가정적 배경, 세대 간
의 차이, 지역 및 환경적 차이 등 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2000여 명이 설문대상자들을 통한 교회 규모 통계(표5)가 한국교회 전체를 규정하는 데에 어
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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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연구자는 교회 선택을 위한 행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이는 본 논문의 독자들이 대부분 목회자일 수 있는 가능성에서, 목회자들에게 목
회자의 입장이 아니라 성도들의 시각과 판단에서 그들의 심리와 선택을 위한 요소들
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
의 목적처럼 각 분류된 교회들의 장단기적 목표와 각 교회 및 목회자들의 개발을 위
한 근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본다.
결론:
논찬자는 연구자인 박관희 박사의 연구 주제는 어떤 목회자라도 어느 정도 이상
의 주장이 가능할 만한 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추측과 관례적인 추정
에 근거했다. 물론,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와의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한국교회의 외적
현실, 각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기대와 평가들, 각 분류된 교회들에 대한 기대 및 다음
과정을 위한 지향점을 제시해주는 길잡이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목회자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목회에서, 성도들의 기대와 마음을 살펴보며 보다 건강하고 균형잡힌
교회를 위한 요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로 본 논문을 평가한다.
질문:
1. 교회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통한 조사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통한 조사,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객관적 자료를 통한 조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실례로 논찬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장로님을 비롯한 일부 성도들 외에
는 교회의 외적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공헌이며 동시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포함
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선택이전 현재, 이후의 요소들에 대한 연구에서 설문 대상자들의 숨겨진 요
소들(예를들면 신앙에 대한 자기 성찰의 정도, 헌신성 및 자원성에 대한 차이들, 각
항목에 포함된 수많은 세부적인 감정과 경험들)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본 연구를 포함한 전체적인 연구에 대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
연구의 어려움과 한계들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구한다.

- 75 -

- 76 -

제 3 발표
설교 사건 중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체화된 경험*

정 재 웅 박사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 실천신학 / 설교학)

I. 들어가는 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Praedication verbi Dei est verbum Dei). 이 명제는
제 2 헬베틱 고백서에 하인리히 불링거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종합하여 담은 설교에
대한 정의이다.1) 같은 고백서에서 불링거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육신하
신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과 함께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가
같은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혁
교회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에 관한 정의는 20 세기 들어서 칼 바르트에 의해 말
씀 사건이라는 개념으로서 재조명되어 개신교 설교학의 근간을 이뤄왔다. 뿐만 아니
라, 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칼 라너 및 에드워드 스킬레벡스와 같은 가
톨릭 신학자들의 공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황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제 2 바
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에서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례전과 함께 하나
님의 현존을 매개하는 성례적 성격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2)
* 이 발표문은 「신학과 실천」 73 호에 투고한 논문입니다.
1)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in The Book of Confession, pt. 1, Book of Confessions (Louisvill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2002), 53-54.

2) 마틴 루터부터 바르트, 현대 설교학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설교에 관한 이해가 가톨릭
성례 신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다음을 참조하라. 정재웅, "The Sacramentality of
Preaching: A Sacramental Theological Approach to Preaching as the Word of God,"「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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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이해는 종교개혁자들의 발명품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져 온
교회의 설교에 관한 고백의 재확언이다. 예를 들어, 3 세기 문서인 사도전승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르침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것은 강론을 전하
는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해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마음 속에 생각하며 기쁘게 들을
것입니다"3)라고 설교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
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의는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이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 전통과 궤를 같이 하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공유하고 있다. 2009 년 목회와 신학, 한국설교학
회, 글로벌 리서치가 전국 교회 담임목사의 설교에 대한 인식에 관해 조사한 통계를
보면, 68.7%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혹은 선포하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4) 10 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러한 설교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을 것이
라 생각한다. 필자 역시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는 "설교가 어떻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가" 혹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체험하는가"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이러한 질문에 성서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성서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답해왔다. 불링거부터 바르트까지 개혁교회 전통이
고백하는 삼중 말씀의 전제 아래 성서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과업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를 본문에 충실한 설교 원고로 잘 정리해서 회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에 쓰임 받는 설교자는 감정을 절제하고 원고에 있는 내용을 낭독하는 아나운서 혹은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요구 받는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것은 설교
자의 기교나 지식이 아닌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이시기에 설교자는 말씀
에 복종하는 종 혹은 말씀을 전달하는 수도관과 같은 통로일 뿐이며, 회중은 수동적
수용자로서만 이해될 뿐이다. 대체로 이러한 관점에서 설교의 경험은 텍스트를 이해하
고 해석하는 지성적인 활동으로 묘사된다.
필자 역시 이러한 개혁교회 전통의 고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설교의 실행에서 발생하는 하나님 체험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에 관한 실제적인 의문점들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설교자가 철
저한 주석 작업과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청중들이 그러한 설교 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때로 청중들은 본문에 충실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잘 짜여 지지도 않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고백하기도
과 실천」70 (2020), 61-92.
3) Lucien Deiss, Early Sources of the Liturgy, trans. Benet Weatherhead (New York: Alba House,
1967), 69.

4) 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교회 설교분석』(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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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관해 단순히 청중들의 심리적 착각 혹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치부해버리
기보다는 청중의 말씀 경험 혹은 성령께서 설교 중에 역사하시는 방식에 관한 보다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설교학적 이해가 청중의 말씀 경험에서 살
피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점이 기존의 본문-설교의 연속성 모델에서 놓치고 있
는 점인가?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설교가 신체를 통해 수행되고 전달되
는 행위라는 점이 간과되어 왔음에 주목한다. 즉, 설교가 성서 본문을 매개로 한 문학
-해석학적 말씀 사건임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설교라는 말씀 사건에서 텍스트에 담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는 주체는 텍스트가 아니라 신체를 가진 인간
이며 이러한 말씀 수용의 과정은 예배라는 수행미학적 컨텍스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설교에서 말씀 경험은 단지 성서 본문의 구술적 주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체를 통
한 예전적 실행(liturgical practice)을 통해 표현되고 수용된다고 주장한다. 약술하자면,
설교에서 하나님 경험은 성서 본문이라는 텍스트를 매개로 함과 동시에 설교자와 회
중의 신체를 매개로 한 해석학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및 체화된 인지 이론, 의례이론, 사
회적 기억이론 등을 통해 인간의 인지 활동이 본질적으로 체화된 경험임을 논의하고,
다음으로 이에 근거하여 퍼포먼스 설교학의 계시 경험에 관한 이해를 보다 발전시켜
설교에서 신체를 매개로 한 하나님 경험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를 어떻
게 해석하고 전달할 지에 관한 전통적인 설교학적 관심사를 보다 확장시켜 설교의 수
행미학적 측면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II. 인간의 인지 활동에 관한 성육신적 이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는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선
험적 신학적 명제라는 점에서는 참이지만 실제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고 경험되는가에
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사건-곧
말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존재론적 차이를 가진 두 주체가 참여하는 이중적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신학적 이해와 함께 현상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인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인 신학적 명제
이나,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
제이다. 이에 관해 프레드 크래독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어떤 이들에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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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지붕 위에서 들리는 천둥소리처럼 자명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은 소
리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5) 그러므로 인간의
편에서 설교에서 말씀 사건 경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신학적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즉,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혹은 "인간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인식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1.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이해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필자는 인간 의식 속에 발생하는 경험을 연구하는
현상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상학은 "사태 그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라는 모토에서 드러나듯이 사태가 발생하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자 하는 학문이므로,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설교에서 말씀 사건 경험의 연구는 인간의
경험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히 먼저 현대 철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심신이원론
(心身二元論)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적 현상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구 철학의 심신이원론적 전통에서 볼 때
에 인간의 하나님 말씀 경험은 주로 정신적 지적 활동으로 이해되어왔다.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선험적 사실이나,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 혹은 두뇌의 껍데기 정
도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몸이 인간의 인지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
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20 세기 중반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에드먼드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에 기반하여 신체가 인간
의 인지 활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독특한 인지 활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
소임을 지적했다.6)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적인 심신이원론을 반박하면서 인간의 몸
은 두뇌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라고 주장한다. 즉,
데카르트가 "나는 몸을 가졌다(I have the body)"라고 생각했다면, 메를로-퐁티는 "나
는 몸이다(I am the body)"라고 주장하는 것이다.7) 정신은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에 분리할 수 없으며,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계 내의 신체적 존재이며 인간의 경험은
체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8) 그러므로 그는 "신체는 세계-내-존재의 매체(the vehicle
5) Fred Craddock, Preaching, 25th Anniversary Edition (Nashville: Abingdon, 2010), 55-60.
6)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공유하는 주지주의와 경험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몸과 정신이
하나임을 주장한다.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Donald A.
Land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13-51, 97-99. 국내 학자들 중 메를로-퐁티의
몸의 현상학을 논의한 저작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정형, “몸의 현상학과 몸의 사회학을 통한 몸의
부활 교리의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 탐구,”「신학사상」189 (2020), 231-235; 전현식, “성육신 신앙의 몸
현상학, 몸 신학적 이해,”「신학논단」56 (2009/6), 339-361.
7)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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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eing in the world)이고, 살아있는 존재에게 있어서 신체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특
정 환경에 통합되어 있으며, 어떤 기획과 일체가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참여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9)
특별히 메를로-퐁티가 실천지(praktognosia)라는 용어를 통해 인간이 신체를 통
해 사태를 인지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를로 퐁티에 따르면,
인간은 생활세계(the lived world, lebenwelt) 내에서 살아있는 몸(the lived body)으로
서 존재하며 지각하는데, 이 때 신체는 지각의 대상(the objectified body, le corps
objectif)임과 동시에 지각의 주체인 현상학적 몸(the phenomenal body, le corps
phénoménal)이다.10)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신체는

운동성(motricity)과

공간성

(spatiality)을 갖는다. 공간성이 몸이 공간적 세계 안에 존재함을 가리킨다면, 운동성
은 몸이 시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11) 즉, 공간성이 인간이 세계 내에
서 신체로서 존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면, 운동성은 신체가 시공간적 세계 가운데 어
떻게 행위하고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12) 이런 점에서 움직임 혹은 동작(movement)은
몸의 운동성이 나타나는 방식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메를로-퐁티
는 동작을 주체가 객체와 관계하는 지각의 원초적 방식이라고 묘사하면서 이를 동적
의미화(a motor signification)라고 부른다.13)
특별히 그는 몸짓(gestures)이나 신체적 기호(bodily signals)와 같은 추상적 동작
에 주목하며, 이러한 신체적 동작은 인간의 몸이 세계를 지각하고 자신이 지각하는 세
계에 관한 의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즉, 의식은 몸을 인식함과 동시에, 의식은 동작의 방식 혹은 다른 방식으로 몸을 통해
사물로 나아간다고 지적한다.14) 더 나아가 그는 "우리의 몸의 동적 경험은 실천지
(praktognosia)라는 세계와 대상에 이르는 방식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15) 메를로
-퐁티는 습관을 실천지 혹은 동적 의미화의 예로 제시한다. 새로운 안무나 수영 영법
을 배운다고 하자. 이 때 댄서나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동작을 해야하는지에
관해 언어적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지만, 동시에 실제 그것을 몸을 사용해서 반복
적으로 실행하는 비언어적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어떻게 동작을 수행하는지 배우게
된다. 반복적인 실행이 습관이 되어 몸이 기억하게 되면, 행위자는 그 동작을 거의 무
의식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에서의 몸짓이나 신체적 기호, 더 나아가
8) Ibid., 84.
9) Ibid., 84.
10) Ibid., 73-74, 84.
11) Ibid., 127-155.
12) Ibid., 112.
13) Ibid., 113.
14) Ibid., 140.
15) Ibid.,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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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나 종교에서 실행되는 신체 동작들은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를 생성하고 전달한다. 즉, 몸은 단순히 생각의 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의미를 표현하
고 전달하는 채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의미가
충만한 핵심"이다.16) 약술하자면, 메를로-퐁티는 인간은 지적 학습을 통해서만이 아니
라 신체적 경험을 통해 세계에 관한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지적 추론을
통한 인식론과는 구별되는 신체적 인식론(somatic epistemology)을 제시한다.

2. 체화된 인지 이론의 인식론
이러한 몸에 관한 현상학적 이해에 기초하여, 20 세기 후반에 체화된 인지이론
(embodied cognition theory)이 등장했다.17) 메를로-퐁티가 체화된 인지에 관한 철학
적 이해의 기초를 제공했다면, 체화된 인지이론가들은 경험주의적 연구들을 통해 신체
와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신체가 인간의 세계내 존재 방식이며 경험의 근원적 조건임을 주장
한 메를로-퐁티와 같이 체화된 인지학자들은 신체가 인지의 근본적 정초이며 정신은
체화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체화된 인지학자들은 메를로-퐁티의 실천지로 대표
되는 신체를 통한 지식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몸이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연구
한다. 예를 들어, 마크 존슨(Mark Johnson)은 상상(imagin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여 인간이 몸을 통해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추상적 개념으로 발전시키는지를 논의한
다.18)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상상이란 공상(imaginary)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머리 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세계에서 경험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
유하는 방식을 이른다.
존슨은 이미지 도식(image schemata)과 은유적 투사(metaphorical projection)라는
경험을 상상력을 통해 구성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이미지 도식은 "우리
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연결시키는 개념적인 상호작용과 공적 프로그램의 반복적이고
16) Ibid., 148.
17) 체화된 인지이론에 관하여는 다음 저작을 참고하라. Mark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London a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Francisco J. Varela, Evan Thompson, and Eleanor Rosch,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 1991);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1999);

Shaun Gallagher, How the Body Shapes the

Mind (Oxford:

Oxford

2005); Mark

Body (Chicago:

The

University
University

Press,
of

Chicago

Press, 2007);

Cognition (New York: Routledge, 2011).

18)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xiv-xv, 13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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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패턴"이다.19)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위와 아래라는 방향을 지각할 때에, 이러
한 공간에 관한 지각은 이미지 도식의 일종인 수직적 도식을 활용하여 발생한다. 수직
적 도식이라는 것은 공간 안에서 수직이라는 추상적 구조이지만, 공간 안에 존재하는
신체가 신체 도식을 통해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 획득된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 행위자는 자기 몸 안에 각인되고 이미지화된 수직 도식
을 활용하여 그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20)
둘째, 은유적 투사는 경험을 상상력을 통해 구성하는 다른 방식이다. 존슨은 은유
란 우리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얻은 패턴들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이해를 구성하는 방
식이라고 정의한다.21) 즉, 인간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획득한 구체적 경험을 우리가
이해해야하는 추상적 개념에 은유적으로 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올라간
다"라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 안에 신체를 통해 체득한 위-아래 방향
이라는 이미지 도식을 사용한다. 이 때,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공간 안에서 물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의 은유로 확장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22)
필자가 볼 때에 은유적 투사는 신학적 이해에도 작동한다. 우리가 "높이 계신 하
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 경험한 "위"라는 이미지 도식을 활용하여 이
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추상적 개념들을 이해하려 할 때에 이미지 도식
을 은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게렛 그린(Garrett Green)이 주
장한 바와 같이, 상상력은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가 만나는 접점이자 인간이 계
시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23) 이러한 신체를 통한 초월적 하나님
을 경험하는 방식이 잘 드러나는 곳이 예배이다. 예배를 드리며 수행하는 많은 상징적
19) Ibid., xiv, 29, 79.
20) Ibid., 75-76. 마크 존슨의 이미지 도식에 관한 설명은 메를로-퐁티의 신체 도식에 의한 지
각 이론에 근거함을 알 수 있다. cf.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244,
253-311.
21)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xv.
22) Ibid., xv, 65-100.
23) Green, Garrett Green, Imagining God: Theology and Religious Imagina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89), 28-40, 84. 이러한 점에서 여러 신학자들은 계시와 상상력의 관계에 관해 주목해왔다.
Gordon D. Kaufmann, Theological Imagina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81);
David Tracy, The Analogical Imagination: Christian Theology and the Culture of Pluralism (New
York: Crossroad, 1981); Sallie McFague, Metaphorical Theology: Models of God in Religious
Language (Philadelphia: Fortress, 1982); William T. Cavanaugh, Theopolitical Imagination:
Discovering the Liturgy as a Political Act in an Age of Global Consumerism (London: T & T
Clark, 2002); James K. A. Smith, Imagining the Kingdom: How Worship Work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3). 찰스 바토우가 상상력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자리라고 한 것과 같이,
여러 설교학자들도 상상력을 설교에서의 계시 경험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cf. Charles L. Bartow,
God's Human Speech: A Practical Theology of Proclamation (Grand Rapids, MI: William Eerdmans
Publishing, 199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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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들은 단지 의미 없는 몸짓에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 내고 의미를
표현하며, 동시에 그를 통해 하나님을 사유하는 은유적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성체를 거양하면서 왜 집례자는 빵을 위로 드는가? 찬양 중에 예배자들이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설교자가 설교 중에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청중들의 의식 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가? 그동안 이러한 예
배 가운데 수행되는 퍼포먼스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산 혹은 별 의미 없는 몸짓
정도로 여겨졌지만, 은유적 투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몸을 통해
이해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징적 행위
들을 수행하는 신체는 단지 생각이나 의식의 저장고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
고 이에 관한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실존적 기초이며 더 나아가 예전적 퍼포먼스
는 인간이 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는 방식임과 동시에 몸을 통해 하
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24)

3. 사회적 기억의 변증법을 통한 체화된 인지
만약 우리가 예전적 퍼포먼스를 수행할 때에 몸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체험
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의 작업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필자는 의례 이론과 사회적 기억 이론을 활용하여 상상과 기억의 변증법
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체화된 인지 이론이 발달하면서, 학자들은 의례라는 체화
된 퍼포먼스가 체화된 지식(embodied knowledge)의 한 형태로서 의례적 지식(ritual
knowledge)을 전달하는 것을 주목해왔다.25) 의례적 지식이란 의례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 지식을 의미하는데, 의례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례적 지식은 체화된 지식의 하나로서 분류된다.26) 의례적 지식은 특정 상황에서 어
떤 동작을 취해야하는 지에 관한 지식(know-how)부터 그러한 동작으로부터 추론되어
의례적 행위의 상징적 의미와 관련된 세계와 행위자들에 관한 반성적 지식
(know-what)을 포함한다.27)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절을 한다고 하면, 이 때 행위자
24) 기독교 영성과 관련하여 신체로의 철학적 전회를 다룬 다음의 저작을 참고하라. John H. Timmerman,
"Body and Spirituality," in The New SCM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ed. Philip Scheldrake
(London: SCM Press, 2013), 404-411; Frank Senn, "The Body in Protestant Spirituality," in
Protestant Spiritual Tradition, vol. 2. ed. Frank Senn (Eugene, OR: Wipf and Stock, 2020), 203-204.

25) E. Thomas Lawson & Robert N. McCauley, Rethinking Religion: Connecting Cognition
and Cul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Lawrence W. Barsalou et
al., "Embodiment in Religious Knowledge,"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5.1-2 (2005):
14-57.
26) Theodore Jennings, “On Ritual Knowledge,” in Readings in Ritual Studies, ed. Ronald L. Grime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996), 326, 330.

27) Ibid.,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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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적절한 방식으로 절을 하는 지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절을 하는
상대와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는 지를 인지하게 된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및
마크 존슨의 논의와 연결해본다면, 의례적 행위를 어떻게 수행할 지에 관한 지식은 신
체 도식 혹은 이미지 도식을 통해 습득된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의례적 행위의 상
징적 의미와 의례 행위자들간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지식은 은유적 투사를 통한 지식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은유적 투사를 통해 형성된 의례적 지식은 생활세계에서 몸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상상력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텍스트를 통
해 획득한 지식과는 구별된 체화된 개인적인 지식(embodied personal knowledge)이라
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러한 의례를 통한 개인적 체화된 지식이 어떻게 사회적으
로 승인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찬양 중에 손을 들면서 그 몸
짓이 지향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든지 언어와 몸짓으로 전달
되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다고 하자. 이러한 경험은 그것을
인식하는 개인에게는 분명한 사실일 수 있지만, 그 개별적인 몸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
는 다른 이들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승인 받지 못
한 개인의 경험은 그 행위자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경험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하도록
한다. 만약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타인들이 공유할 수 있다면,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
체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면, 개인의 신체적 경험은 진실되고 신뢰할만한 경험으로 인
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개별적 신체를 통해 경험한 의례적 지식은 사
회적 승인을 추구한다.
이에 관해 폴 코너톤(Paul Connerton)와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 등
사회적 기억 이론가들은 개인이 신체적으로 습득한 지식과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지식
간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한다. 모리스 알박스의 단 기억 이론을 발전시켜 코너
톤은 공동체가 어떤 사건을 공동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게 된다
고 본다. 이 때 공동체는 이 의미 있는 사건에 관한 기억을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문서와 같은 기록 저장 매체와 함께 의례적 퍼포먼스를 활용한다고 주장한다.28) 이를
교회에 대입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사건을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경험할 때에 이를 성서라는 기록 저장 매체와 함께 성만찬과 세례와 같은 의례적 퍼
포먼스를 통해 기억을 공유하고 전수함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코너톤에 따
르면 사건의 사회적 기억은 단지 텍스트를 통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
이 아니라 의례적 퍼포먼스라는 수행미학적 수단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것이다.
텍스트와 의례를 통해 전달되는 기억 속의 사건은 최초 사건을 그대로 마치 복제
28) Paul Connerton,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3-4, 3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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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이 후대의 전승자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독서자 혹은 의례 참여자들에 개
인에 의해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 해석된 사건으로서 기억된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통해서든 의례적 퍼포먼스를 통해서든 전승된 사회적 기억은 해석의 산물임
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히, 텍스트를 통한 기억은 텍스트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전
문가 집단에 의해서 보존되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해석학적 틀을 유지하는 반면,
의례적 퍼포먼스의 의미는 공동체가 기억하는 사건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참여자들의 개체적 경험에 따라 다양하며 변이가 일어날 여지를 보다 폭 넓게 허용하
기 때문에 보다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억을 풍성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왜
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의한 검증 혹은 합법화(legitimate) 과정이 필요하
다.29)
알박스는 사회적 기억이 전통, 언어, 문화와 같은 사회적 틀(the social
framework)안에서 형성되며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틀에 통해서 검증되고 합법화된다
고 주장한다.30) 교회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틀을 통해 걸러진 사회적 기억은 교리
혹은 조지 린드벡(George Lindbeck)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공동체의 언어-문화라
고 불려질 수 있을 것이다.31) 그렇다면, 개인의 경험은 사회적 틀을 안에서 어떻게 사
회적 기억으로 형성되고, 사회적 틀은 어떻게 개인의 사회적 기억을 검증하고 합법화
하는가? 이러한 과정을 단순화하여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은 개인의 체화된 기억과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 간에 변증법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다.
즉, 어떤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텍스트의 독서를 통해서든 의례적 퍼포먼스에 참
여함을 통해서든 그 공동체가 전수하는 사건을 기억하게 될 때에, 개별 참여자는 자신
의 개인적 해석학적 지평에서 본인이 지적, 정서적, 신체감각적으로 기억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건을 해석학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이
때, 개별 참여자들은 사회적 틀 안에서 사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석학적으로 재구성
한 기억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동
시에 이들은 자신이 재구성한 사건의 기억이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개인의 기억과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수용 가능한 기억으로 승인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걸러지게 된다.32)
29) Connerton, How Societies Remember, 35.
30) Maurice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ed. trans. Lewis A. Cos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1992), 40, 43. cf. Connerton, How Societies Remember, 37.
31)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106. cf. George A.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32-41.
32)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38-4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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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공동체가 기술하는 사회적 기억은 개별 구성원들이 해석학적으로 재구성한 기
억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평가받고 승인 혹은 거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 속에서 개별 참여자들은 자신이 텍스트 및
의례를 통해 전달받은 기억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검증하고, 합법화하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설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사회적 기억으로 본다면, 우리가 설교
의 실행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 경험을 구성하는 지 이해할 수 있다. 교회가 선포
하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기억에 다름 아니다. 예수께
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제자공
동체에 의해서 목격되었고, 이들의 그리스도 사건에 관한 기억은 성서라는 기록 매체
와 성례전이라는 의례적 퍼포먼스 및 설교라는 구술 전승 매체를 예배라는 의례적 해
석학적 매트릭스 안에 결합시켜서 전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승 받았고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은 온전히 텍스트를 통해 매개되는 것도 아니
고, 의례적 퍼포먼스를 통해서만 매개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와 같은 구전 전승으로만
전수된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통합적으로 예배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교의 청중이자 예배참여자들인 회중들은 예배라는 상황 속에서 성서를
읽고, 설교를 듣고, 성례전 및 다양한 예전적 행위들에 참여함으로서 그리스도 사건을
기억한다. 아남네시스(Anamnesis)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은 단지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적 경험으로 재현되는 기억이다.33) 그러므로 예배
중에 회중은 과거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동시에 현재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체험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경험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인
사회적 기억으로서 구성된다. 개인적으로 개별 참여자들은 성서와 설교의 언어를 통해
서 전달되는 텍스트를 해석함과 동시에 의례적 퍼포먼스에 참여함으로서 신체미학적
방식을 통해 예배와 설교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통합적이며 전인
적인 경험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경험은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틀 안에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을 통해 검증되고 합법화된다. 그러므로 우
리가 예배라는 의례적 컨텍스트 속에서 행해지는 설교에 참여할 때에 얻게 되는 하나
님 현존 경험은 순수하게 지성적인 정신활동이 아니라 신체의 모든 감각이 동원되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인지활동, 곧 체화된 인지의 산물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33) 브루스 모릴(Bruce Morrill)은 기억이라는 행위는 단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의 어떤 것을 관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아남네시스(Anamnesis)로서의 기억
은 과거에 관한 무언가를 기억저장고에서 꺼내는 행위임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상과
현재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추하게 하는 인식론적 활동(a noetic activity)이
다. Bruce T. Morrill, Anamnesis as Dangerous Memory: Political and Liturgical
Theology in Dialogue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0)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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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의 체화된 경험
설교에서 하나님 경험을 이렇게 체화된 인지를 통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면, 설교
에서 말씀 사건은 온 몸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시 사건으로 재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이 설교라는 말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단순히 성
서의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가 구술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에 관한 지적 이해로만 구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청중이 생활세계에서 몸을 통해 경험한 체화된 기억들과
성서의 증인들이 몸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에 관한 체화된 기억이 언어와 예전적 퍼포
먼스라는 신체적 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만나 새로운 하나님 경험을 구성한다는 것이
다. 인간의 이성과 지적 활동이 하나님의 현존 경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자는 인간의 경험은 순전히 지성적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온
몸을 통해 경험하는 수행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돈 세일리어
스(Don E. Saliers)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순수하게 지적인 것일
수 없으며,"34) 구술 언어와 함께 예전적 행위와 같은 물리적 감각(physical senses)을
동원하는 비구술적 언어(nonverbal language)가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
고 부르는 성령이 주신 사회적 몸 안에서 물리적 감각들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35)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배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행해지는 설교 역시 몸을 통해 수행되고 경험되는 체
화된 인지 경험이라는 점에서 설교가 어떻게 성서 텍스트의 정보를 설교문이라는 또
다른 텍스트로 구성하여 청중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전통적인 설교학적 관심에 머무르
지 않고 설교 중에 행해지는 설교자와 청중의 예전적 퍼포먼스가 하나님 경험을 구성
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해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설교가 성서 본문
의 내용을 해석하고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텍스트를 매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는 하지만, 설교라는 행위 자체는 텍스트의 문자 정보를 해석하는 독서보다는 텍스트
에 담긴 메시지를 말과 몸짓과 같은 체화된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수행미학적 예술에
가깝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설교가 몸을 통해 수행되는 체화된 말씀 사건임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이성만이 작동하는 순수한 정신활동으로 축소시킨다면, 이는 일종
의 설교학적 가현설(homiletical Docetism)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런 점에서 현대 설교학자들 중 퍼포먼스 이론을 통해 설교를 접근하는 이들은
설교가 체화된 말씀 사건임을 주장했다.36) 신설교학이 설교가 텍스트의 해석 과정을
34) Don E. Saliers, Worship Come to Its Senses (Nashville: Abingdon, 1996), 15.
35) Ibid.
36) Richard F. Ward, Speaking from the Heart: Preaching through Passion (Nashville, TN: Abi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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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말씀이 계시되는 말씀 사건(word-event) 혹은 언어 사건(language-event)이라고
강조한데 반해, 이들은 말씀이 설교의 퍼포먼스라는 체화된 행위(embodied act)를 통
37)

해 형태를 입게 되는 수행적 사건(performative event)이라고 주장한다.

즉, 리처드

워드가 Speaking from the Heart 에서 "몸은 당신과 함께 생각하고 상상한다"38)고 하
면서 "설교의 의미는 설교자의 몸과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다"39)고 말한 바와 같이, 퍼
포먼스 설교학자들은 설교에서 성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으
로 재현되는 것은 몸을 매개로 한 체화된 퍼포먼스(embodied performance)를 통해서
라고 주장한다.40) 그러므로 이들은 말씀을 종이에 인쇄하여 보관하는 텍스트보다는
살아서 말씀을 연행하는 몸을 설교에서 계시 사건을 중개하는 근원적 매체로서 인식
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 중 자나 칠더스(Jana Childers)와 찰스 바토우(Charles
Bartow)는 설교에서 발생하는 계시 사건에 있어서 몸의 역할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
를 제공한다.

1. 찰스 바토우: 하나님의 자기 수행(Actio Divina)으로서 설교
먼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교수로 봉직했던 찰스 바토
우의 하나님의 자기 수행으로 설교 이해를 살펴본다. 바토우는 God’s Human Speech
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설교라는 개혁교회 교리를 연행으로서 설교라는 관점에서 발
전시키려고 했다. 그는 설교는 인간의 퍼포먼스(homo performans)와 하나님의 자기
수행(actio divina)이 만나는 곳, 다시 말해 인간이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과 조우하
는 자리라고 주장한다.41) 그러므로,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반복도 아니고 성서
본문을 논리적으로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서사와 같이 예술적이며 시적
Press, 1992); Richard F. Ward, “Performative Turns in Homiletics: wrong Way or Right O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Religion 17.1 (1994): 1-11; Charles L. Bartow, God's Human
Speech: A Practical Theology of Proclamation (Grand Rapids, MI: William Eerdmans Publishing,
1997); Jana Childers, Performing the Word: Preaching as Theatr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8); Richard F. Ward, Speaking of the Holy: The Art of Communication in Preaching (St. Louis,
MO: Chalice Press, 2001); Clayton J. Schmit, Too Deep for Words: A Theology of Liturgical
Express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2); Jana Childers, "The Preacher's Body,"
Princeton Seminary Bulletin 27.3 (2006): 222-237; Jana Childers and Clayton J. Schmit, ed.,
Performance in Preaching: Bringing the Sermon to Lif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Michael Brothers, Distance in Preaching: Room to Speak, Space to Listen (Grand Rapids,
MI: William Eerdmans Publishing, 2014). 국내 학계에서 퍼포먼스 설교학에 관한 저작으로는 김양일,
“거룩한 공연으로서 설교,”「신학과 실천」67 (2019), 95-124 를 참조하라.

37)
38)
39)
40)
41)

Ward, Speaking from the Heart, 77.
Ibid., 16-18, 77-78.
Ibid., 87.
Ibid., 77.
Bartow, God’s Human Speech,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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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작품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인간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
는 말씀 사건이란 구술 사건(a verbal event)이라기 보다는 연행적 사건(a
42)

performative event)이라고 주장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바토우는 설교의 근거인 그리스도 사건을 하나님의 자기
수행의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이를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서와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
43)

와 연결시킨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성서의 세계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경험
하는 것은 죽은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퍼포먼스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그
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서 본문의 형태로 기록됨에 따라, 하나님의 자
기 수행은 텍스트 안에 갇혀버리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록된 텍스트로서 성서
는 피를 잉크로 바꾸어 버린 것과 같이 퍼포먼스를 텍스트 안에 가두어 버렸다.44) 이
렇게 텍스트에 갇힌 퍼포먼스는 읽혀지고, 말해지고, 연행될 때에야 비로소 텍스트에
서 풀려나게 된다. 즉,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기 수행은 인간의 퍼포먼스를 만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토우는 성서가 하
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단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증언
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이며 우리가
45)

퍼포먼스를 통해 신적 현실과 조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
서 설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몸을 통한 퍼포먼스가
필수적이다. 설교는 성서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설교자가 만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는데, 설교는 그러한 해석학적 만남에 관해 고백적이고 책임 있는 설명을 제
46)

공한다. 그러나 일종의 텍스트로서 설교문은 성서의 텍스트와 같이 퍼포먼스를 가둬
47)

두기 때문에, 설교자에 의해 연행되어야 생명력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설교는 인간

의 퍼포먼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자기 수행이라는 연행적
사건이다.
더 나아가 바토우는 퍼포먼스가 설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개하는 방식은 퍼
포먼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상력의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은유, 환유, 제유 등과
42) Ibid., 3, 26. 바토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서의 말(verbum)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말씀(sermo) 이며, 이성(ratio)가 아니라 연설(oratio)이다…하나님의 말씀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구술-청각 상황속에서 행해지는 담화이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이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actio divina) 이다”라고 말한다.

43) Ibid., 27.
44) Ibid., 63-64. 바토우가 말하는 "갇힌 퍼포먼스(arrested performance)"는 퍼포먼스 이론가인 비벌리
롱과 메리 홉킨스의 말을 빌어 기록된 문서가 수행될 때까지는 살아있는 말로 들리지 않는 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cf. Beverly Whitaker Long and Mary Frances HopKins, Performing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Oral Interpret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2).

45) Ibid., 43.
46) Ibid., 113.
47) Ibid.,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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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사학적 장치들을 통한 문학적 상상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인간이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서 연행적 상상(performative imagination)을 논의한
48)

다.

마크 존슨의 이해를 빌려, 바토우는 퍼포먼스가 특정한 인간의 경험과 활동들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 도식을 작동시킬 때에, 사람
들은 퍼포먼스가 묘사하는 이미지를 현실로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49) 다시 말해,
설교자가 퍼포먼스를 통해 성서 본문을 표현할 때에, 설교자가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
고자 하는 성서의 세계에 관한 이미지들이 청중의 의식 속에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청
중들은 퍼포먼스가 묘사하는 성서의 세계를 살아있는 현실(the lived reality)으로 인식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명제적인 것이 아닌 선험적인 경험으
로서 인간의 몸을 통해 매개됨을 볼 수 알 수 있다.50)
바토우는 더 나아가 인간의 하나님 경험은 신체적 퍼포먼스를 통해 획득되는 신
체적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체화된 예술(embodied art)로서 퍼포먼스는 말씀의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청중이 듣고 알아왔던 것을 반성하도록 이끌면서 말씀에 대한 새로
51)

운 이해를 촉진한다. 그러므로 바토우는 체화된 예술로서 퍼포먼스는 인간이 하나님
을 알게 되는 신체적 방식의 하나이며, 인간은 설교에서 퍼포먼스를 통한 신체적 방식
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52)

2. 자나 칠더스: 퍼포먼스를 통한 말씀의 경험
자나 칠더스(Jana Childers)는 찰스 바토우와 함께 퍼포먼스 설교학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Performing the Word 에서 칠더스는 퍼포먼스가 설교에서 말씀에 관한 반
성적이며 미학적인 해석 경험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바토우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에
서, 그녀는 연기가 대본을 살아있는 경험으로 전환시키듯이 퍼포먼스를 통해 설교가
증언하는 성서 본문이 생생한 말씀으로 살아나고 설교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한다.53) 따라서 그녀는 "설교자가 본문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은 본문의 생기와 능력을 풀어놓으며, 청중들에게 그 본문이 개방되고 접근 가능한
54)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칠더스는 어떻게 이런 연행적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앨라 보자르-캠벨(Alla
48)
49)
50)
51)
52)
53)
54)

Ibid., 3-4, 9-24, 36-37.
Ibid., 73-75.
Ibid., 73-74.
Ibid., 73, 90-91.
Ibid., 3-4, 9-24, 37.
Childers, Performing the Word, 41.
Ibid.,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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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zarth-Campbell)의 이론을 활용하여 창조적 과정(the creative process)으로 설명한
다. 그녀에 따르면, 설교자가 연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해석학적 경험은 설교자가 본문
의 목소리를 듣고(창조), 본문에 참여하며(성육신), 최종적으로는 본문에 의해 변화(변
화)되는 창조적 과정이다.55) 즉, 설교자가 본문을 읽을 때 마치 배우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본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본문에 있는 말들을 수행하면서 그 말들을 체화한
다.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과정에서 설교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교에 붙잡히게 되고
변화되게 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설교자의 퍼포먼스를 통해 본문은 회중과 의미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게 된다. 이러한 설교에서의 창조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칠더스
는 두뇌활동을 통한 말씀의 언어적 이해와 신체를 통한 지식이라는 인간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중적 모드에 관심을 기울인다.56)

즉, 인간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몸을 활용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말씀을 이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나 칠더스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도널드 맥러드 설교학 강좌(the Donald
Macleod Preaching Lecture)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계시의
자리로서 설교자의 몸에 관한 보다 심화된 신학적 철학적 논의를 제공한다. 이 발표에
서, 칠더스는 몸은 "의식 혹은 개체의 공간"이자 "경험의 여러 측면들이 지각되고, 통
합되고, 포현되는 자리"라고 정의한다.57) 릴랜드 롤로프(Leland Roloff)의 신체적 사고
(somatic thinking) 혹은 몸을 매개로 한 지식(body-mediated knowledge)의 주장을
따라서, 그녀는 의미를 지각하고 환기하는데 있어서 몸의 창조적 역할에 대해 긍정하
면서58) 동작 혹은 움직임을 몸이 의미를 생성하고 지식에 이르는 방식으로 여긴다.59)
즉, 인간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연행적 퍼포먼스 등 신체적 동작들이 표
현하는 메시지들을 교환함으로써 보다 온전한 사태의 인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3. 신체를 통한 설교에서의 하나님의 현존 경험
찰스 바토우와 자나 칠더스로 대표되는 퍼포먼스 설교학은 설교가 본질적으로 인
간의 몸을 통해서 수행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몸이 계시적 말씀 사건으로서
설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조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들의 논의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즉, 몸은 의미를 표현하고, 동시에 인간은 몸을 통
55) Ibid., 52-55. cf. Jana Childers, "The Preacher's Creative Process: Reaching the Well," in
Performance in Preaching, 153-168.
56) Childers, Performing the Word, 115-116.
57) Childers, "The Preacher's Body," 227.
58) Ibid., 226-227.
59) Ibid.,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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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식한다는 것이다. 에이미 맥컬로우가 말하듯이, 퍼포먼스 설교학은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그리고 몸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리고 "설교할 때 우리는 몸이
다"60)라는 단순하지만 그동안 간과해온 사실을 상기시킨다. 퍼포먼스 설교학자들의 논
의는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신체적 앎이나 체화된 인지학자들이 주장하는 신체적
인식론과 궤를 같이한다. 즉, 신체는 인간의 세계-내-현존의 기초이며 인식의 매체이
며, 움직임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지각의 방식이라는 메를로-퐁티의 주장61)과 같
이, 퍼포먼스 설교학자들은 인간의 몸이 퍼포먼스를 통해 의미를 표현하고 전송하는
수단이며 텍스트의 해석과 같은 지적인 의사소통 외에 몸의 움직임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사태를 인식하는 또다른 의사소통 수단임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설교에서 몸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여 몸이 말을 전달하는 운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세상 속에서 생생한 현실로 드러나는 계시의 자리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몸은 설교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해석학적 지평이며, 설교 사건에서 말
씀이 몸을 통해 체화되고 수행될 때에 그저 말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퍼포먼스 설교학의 이러한 논의는 설교 중에 행해지는 설교자와 회중의 퍼포먼스
가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 경험이라는 계시 사건의 인식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논의할
공간을 열어준다. 퍼포먼스 설교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강단에서의 몸짓이나 움직임, 표
정 등을 통해 표현되는 설교자의 퍼포먼스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 아니라 공연예술가
의 무대에서의 몸짓이나 예배에서 행해지는 예전적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생성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시지
들은 기록된 성서 본문과 설교의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들과 함께 설교에서 하
나님 말씀 경험이라는 계시 사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설교자의 신체적 퍼포먼스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청중은 회중석에서 수동적으
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를 실행하면서 수용한다. 회중은 눈을 크
게 뜨거나 감는다든지 혹은 고개를 젓거나 끄덕이는 방식으로 설교의 메시지에 반응
하기도 하고, 흑인 교회 전통에서나 오순절/성결교회 전통에서 회중은 부름과 응답
(Call and Response)이라는 의례적 혹은 예전적 실행을 통해 설교라는 말씀 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나직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이들도 있고, 일어나서 두
손을 뻗치며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혹은 "설교하세요! (Preach!)"라고 응답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교회의 부흥 설교의 실행을 살펴본다면, 전통적인 부흥설교자는 설
교 중에 회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설교를 마친 후에는 설교

60) Amy P. McCullough, Her Preaching Body: Conversations about Identity, Agency, and
Embodiment among Contemporary Female Preachers (Eugene, OR: Cascade Books, 2018), 10.
61)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113, 14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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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요약하여 온 회중이 통성기도를 통해 설교의 메시지를 수용
하도록 인도한다. 이러한 의례적 퍼포먼스들은 설교와 단절된 혹은 구분되는 행위들로
혹은 기껏해야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감정을 고조시키는 수단 정도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이 텍스트의 문자 정보를 해석하는 것
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퍼포먼스의 참여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고 메시지를
해석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의례적 퍼포먼스들 역시 회중이 설교에서 말씀을
신체를 통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설교에서 하나님의 현존 경험은 신체와 분리된 두뇌활동의 결과가 아
니라, 텍스트를 통한 지적 경험과 퍼포먼스와 같은 신체를 통한 미학적 경험을 통합한
체화된 인지 활동의 결과임을 논의하였다. 메를로-퐁티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의
몸은 정신을 보관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세계-내-존재로서 사태를 지각하는 인식론적
기초이다. 그러므로 메를로-퐁티의 정신을 이어서 체화된 인지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와 같이, 인간의 인지 활동은 신체와 분리된 두뇌 활동이 아니라 신체 감각을 통한 경
험을 통합하는 체화된 인지활동이다. 이러한 체화된 인지 활동은 어떤 동작을 수행하
는 데 있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 투사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작동하며 더 나아가 초월적 현실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도 적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의례는 체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퍼포먼스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이 기록 매체와 함께 의례적 퍼포먼스를 통해 전
수되고 재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한
기억이 예배와 설교의 실행 속에서 성서 본문의 텍스트를 통해서만 매개되는 것이 아
니라 의례적 퍼포먼스라는 체화된 실행을 통해 매개되며, 이는 사회적 틀 속에서 일어
나는 변증법적 해석학적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체화된 인식론을 찰스 바토우와 자나 칠더스 같은 퍼포먼스 설교학자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살펴보면서, 필자는 설교를 텍스트의 문자 정보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퍼포먼스를 통해 체화된 하나님 체험을 구성하는 연행적 사건으로 볼 것
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온 설교의 실행에 있어서 신체 및
신체를 통한 의례적 퍼포먼스의 해석학적 역할에 관해 주목할 것을 요청했다. 즉,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설교에서 설교자는 말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회중들 역시 귀로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서 본문을 면밀하게 해석하고 논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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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문에 충실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을 어떻게 설교자의 몸을 통해 표현할 지, 그리고 회중들이 설교의 사건 속에서 어떻
게 몸을 통해 말씀을 수용하는 지에 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
러한 논의가 한국 교회의 설교 실행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설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논의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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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설교 사건 중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체화된 경험”
에 대한 논찬

조 지 훈 박사
(한세대학교 / 실천신학 / 설교학)

먼저 한국실천신학회 79회 정기학술대회에 귀한 논문을 투고해주신 정재웅 박사
께 감사를 드린다. 정 박사의 논문은 철저한 성경 주석 작업에 근거한 설교를 통해서
만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기존 설교
학자들이 “설교가 신체를 통해 수행되고 전달되는 행위”라는 점임을 간과해왔다며
“설교라는 말씀 사건에서 텍스트에 담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는 주
체는 텍스트가 아니라 신체를 가진 인간이며 이러한 말씀 수용의 과정은 예배라는 수
행미학적 컨텍스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설교에서 말씀 경험은 단지 성서 본문의 구
술적 주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체를 통한 예전적 실행(liturgical practice)을 통해
표현되고 수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을 통해 정 박사는 “설교에서 하나님 경험은
성서 본문이라는 텍스트를 매개로 함과 동시에 설교자와 회중의 신체를 매개로 한 해
석학적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정 박사는 하나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사건 – 곧
말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존재론적 차이를 가진 두 주체가 참여하는 이중적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설교에 대해 신학적 이해와 함께 현상학적 이해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 현상학자 메를로-퐁티,
체화 인지 이론을 주창한 마크 존슨, 폴 코너톤, 모리스 알박스와 설교학자인 찰스 바
토우와 지나 차일더를 대화상대로 삼았다. 그는 설교가 가지는 수행미학적 측면에 대
한 관심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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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찬자는 정재웅 박사의 논문이 설교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했다고 생
각한다.
1. 예배나 설교 중에 행하는 설교자나 청중의 행위, 예를 들어 자리에서 일어서거
나 손을 위로 드는 행위를 단순한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몸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
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주장을 통해 우리는 예전적 퍼포
먼스를 인간이 몸을 통해 자신이 가진 하나님 이해를 표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체험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의 체화된 기억과 공동체의 사회적 기억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고찰
이다. 정재웅 박사는 폴 코너톤의 주장에 근거해 개인이 신체적으로 습득한 지식과 사
회적으로 수용된 지식 간에 변증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공동체에
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문서와 의례적 퍼포먼스를 통해 사회적인 기억이 되고 지식
으로 수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을 근거로 개인은 의례에 참석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습득된 또는 체화된 기억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억과 개별적인 체
험에 근거한 개인의 기억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때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자
신의 기억이 공동체가 공유하는 사회적 기억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정 박사는 주장한다. 이것을 예배 현장에 그대로 대입하면서 예배라는 매체를 통해 청
중은 성서를 읽고, 설교를 듣고, 성례전 등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정 박사는 설명한다. 그리고 그 사건을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 속에서 본 논찬자가 주목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한 청중들이 예배의 관
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며, 예배를 통해 경험되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기억이 자신의 기억과 동일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단순히 설교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참
여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기억을 교회 공동체의 기억을 통해 점검하는 적극적
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3. 체화된 인지 이론을 통해 정재웅 박사는 “설교에서 말씀 사건은 온 몸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시 사건”이라고 재정의한다. 즉, 설교란 지적인 부분만을 자극하
는 행동이 아니라 “청중이 생활세계에서 몸을 통해 경험한 체화된 기억들과 성서의
증인들이 몸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에 관한 체화된 기억이 언어와 예전적 퍼포먼스라
는 신체적 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만나 새로운 하나님 경험을 구성”하는 현장이다. 따
라서 “설교가 어떻게 성서 텍스트의 정보를 설교문이라는 또다른 텍스트로 구성하여

- 100 -

청중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전통적인 설교학적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설교 중에 행해
지는 설교자와 청중의 예전적 퍼포먼스가 하나님 경험을 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
는지에 관해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설교는 “텍스트에 담긴 메시지
를 말과 몸짓과 같은 체화된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수행미학적 예술에 가깝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재웅 박사의 논문을 통해 오늘날 한국 설교가 갖는 정적인 이미지
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찰스 바토우의 이론에 근거해 정재웅 박사는 설교를 “인간의 퍼포먼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자기 수행이라는 연행적 사건”이라고 이해한
다. 설교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설교를 설교자와 청중 중심의 행위로 이해하는 인
간 중심주의적 설교 이해를 재고하게 한다. 설교를 하나님 중심의 사건, 하나님의 퍼
포먼스로 보게 함으로써 설교자는 물론 청중이 하나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 설교의 발전을 위해 귀한 연구 성과를 제출해준 정재웅 박사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며 본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1.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대해 석의 과정을 행해
야 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설교 준비 과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석의의 과
정에서 성경 본문에 대한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이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와 같은 과정이 설교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2. 퍼포먼스 설교학은 설교자가 강단에서 행하는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들
이 청중들에게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설
교자가 가진 비언어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점에서 정재웅 박사의 주장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씀과 괴리된 퍼포먼스는 설교를 하나의
대중 공연으로 전락시킬 위험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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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설교 사건 중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체화된 경험”
에 대한 논찬

윤 성 민 박사
(강남대학교 참인재대학 교수 / 실천신학 / 설교)

이 논문의 저자는 설교자가 성서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주석하고 또한, 또한
그 이외에 설교학적 방법론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충실히 하지 못하더라도 ‘회중에게
은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교자의 비언어적 요소에 관해서 해석학과 신학적을 바
탕으로 설명하였다. 저자는 그 과정을 구술이 아닌 신체를 통한 예전적 실행을 설명한
수행미학적 컨텍스트로 설명한다. 이 논문의 큰 공헌은 그동안 설교 현장에서 성령의
신비한 역사 혹은 설교자의 카리스마적인 요소로 치부한 부분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논문의 공헌점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설교를 신학적 이해와 함께 현상학적 이해로 본 점, 2) 특히,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이론으로 설명한 점이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에드먼드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에 기반하여 신체가 인간의 인지 활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독특한 인지 활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했다.... 데카르트가
‘나는 몸을 가졌다(I have the body)’라고 생각했다면, 메를로-퐁티는 ‘나는 몸이다(I
am the body)’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신은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분리할 수 없
으며,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계 내의 신체적 존재이며 인간의 경험은 체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설교할 때 언어적인 면과 비언어적인 면을 나누어서 생각한다. 이
논문은 몸이라는 특히, 비언어적인 면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하였다. 저자는 체화된 인
지이론가들의 경험주의적 연구를 바탕으로, 신체와 정신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
지 않고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침을 논거하였다.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인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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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체와 분리된 두뇌 활동이 아니라 신체 감각을 통한 경험을 통합하는 체화된 인
지활동이고, 은유적 투사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작동하며 더 나
아가 초월적 현실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3) 그리
고 저자는 설교와 예배의 하나됨과 그 안에서의 회중의 인식을 다루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한 기억이 예배와 설교의 실행 속에서 성서 본문의 텍스트를 통
해서만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 퍼포먼스라는 체화된 실행을 통해 매개되며, 이
는 사회적 틀 속에서 일어나는 변증법적 해석학적 과정임을 말하였다. 이것은 설교와
예배, 그리고 성만찬 등과 같은 성례전에서 회중이 어떻게 인식함을 신학적으로 정리
해 놓았다. 4) 마지막으로 저자는 찰스 바토우(하나님의 자기 수행 Actio Divina으로
서 설교와 자나 칠더스(퍼포먼스를 통한 말씀의 경험) 같은 퍼포먼스 설교학자들이 설
교를 텍스트의 문자 정보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퍼포먼스를 통해 체
화된 하나님 체험을 구현해 내는 사건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설교학에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다루는 것을 의례적 퍼포먼스의 해석학적 이론과 역
할을 잘 논거하였다.
이와 같은 공헌에도 불구하는 논찬자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이론과 의례적
퍼포먼스를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다른 논문으로 퍼포먼스 설교학자에 대한 논문을
나누어서 두 편의 논문으로 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한 논문에 서로 관
련이 있는 두, 세 개의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면서 번잡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논찬자는 설교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비단 해석학적인 면으
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성서를 해석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눅 24:32)’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설교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인식과 설교와 예배의 퍼포먼
스, 그리고 해석학적 이론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주제될 수 있지만 선행연
구로서 이것 또한 다루었으면 완벽한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
논문의 저자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짧
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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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설교 사건 중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체화된 경험”
에 대한 논찬

서 대 석 박사
(호서대학교 / 리더십)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with corona 時代)를 맞
이하고 있으며 급변의 시대, 빠른 변화 속에서 달라져 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맞이
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내 이
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에 오늘날 현대의 예배에 대한 새로운 재구성이 절실하다고
보며 특히 예배의 핵심적 요소인 ‘설교의 재구성’을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에 교회내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
들에게 설교자가 성서의 텍스트에 근거한 단순한 메시지 전달의 차원이 아닌 설교 말
씀을 통한 공감적 차원과 정서와 인지적 중요성을 인지해야만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정재웅 박사의 “설교 사건 중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제화된 경험”
에 관한 논문은 실증연구를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한 현존하시는 하
나님의 체험된 경험을 제시하고 제언하는 논문이며 설교연구에 있어서 신학계에 새로
운 통찰과 공헌을 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재웅 박사는 개혁교회 전통의 고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설교
의 실행에서 발생하는 하나님 체험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실제
적인 의문점들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즉, 설교자가 철저한 주석 작업
과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청중들이 그러한 설교 중에 반드시 하나님
을 체험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논지하고 있는데, 정재웅 박사는 설교 중에 역사
하시는 방식에 관한 보다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본문-설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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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모델에서 놓치고 있는 점에 대한 새로운 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접근
을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퐁티의 현상학 및 체화된 인지 이론,
의례이론, 사회적 기억이론 등을 통해 인간의 인지 활동이 본질적으로 체화된 경험임
을 논의하고, 퍼포먼스 설교학의 계시 경험에 관한 이해를 보다 발전시켜 설교에서 신
체를 매개로 한 하나님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설교 사건 중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제화된 경험” 에 관하여
서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간의 인지 활동에 관한 성육신적 이해를 말한다. 이에 관한 학자의 이론
으로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학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은
지적 학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체적 경험을 통해 세계에 관한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지적 추론을 통한 인식론과는 구별되는 신체적 인식론(somatic
epistemology)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체화된 인지 이론의 인식론에 관하여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존슨의 이미지
도식(image schemata)과 은유적 투사(metaphorical projection)라는 경험을 상상력을
통해 구성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이미지 도식은 "우리의 경험을 구조화
하고 연결시키는 개념적인 상호작용과 공적 프로그램의 반복적이고 동적인 패턴"과
둘째, 은유적 투사는 경험과 상상력을 통해 구성하는 다른 방식이다. 존슨은 은유란
우리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얻은 패턴들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이해를 구성하는 방식
이라고 정의하며 설명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기억의 변증법을 통한 체화된 인지를 말한다. 예배 중에 회중은 과
거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동시에 현재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
험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경험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인 사회적 기억으
로서 구성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가 예배라는 의례적 컨텍스트 속에서 행해지는 설
교에 참여할 때에 얻게 되는 하나님 현존 경험은 순수하게 지성적인 정신활동이 아니
라 신체의 모든 감각이 동원되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인지활동, 곧 체화된 인지의 산
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의 체화된 경험을 말한다. 전통적인 설교학적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설교 중에 행해지는 설교자와 청중의 예전적 퍼포먼스가 하나님 경험
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해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설교라는 행위 자체는 텍스트의 문자 정보를 해석하는 독서보다는 텍스트에 담긴 메
시지를 말과 몸짓과 같은 체화된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수행 미학적 예술에 가깝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서 만약 설교가 몸을 통해 수행되는 체화된 말씀
사건임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이성만이 작동하는 순수한 정신활동으로 축소시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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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종의 설교학적 가현설(homiletical Docetism)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자나 칠더스(Jana Childers)와 찰스 바토우(Charles Bartow)는 설교에서 발생하는 계
시 사건에 있어서 몸의 역할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퍼
포먼스가 설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을 읽고 논찬 자는 탁월한 통찰력과 창의적인 논문의 독창성, 학문적 우
월성 등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재웅 박사의 연구논문은 설교가 성서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고 전달한다
는 측면에서 텍스트를 매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설교라는 행위 자
체는 텍스트의 문자 정보를 해석하는 독서보다는 텍스트에 담긴 메시지를 말과 몸짓
과 같은 체화된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수행 미학적 예술에 가깝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전달함에 있어서 논문의 주제인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체화된 경험을 이끌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설교전달의 스타일(Style)과 구
체적인 방법이나 사례연구는 무엇인가? 에 관하여 묻고 싶다. 또한, 논자가 이를 뒷받
침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 및 대안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며 나아가서 사례연구
나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한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문헌적 연구가 함께 다루어 졌
으면 하는 제안과 함께 아쉬움이 있다.
둘째, 저자는 설교를 전달함에 있어서 단순한 텍스트 전달의 메시지 전달이 아닌
인간의 인지활동에 관한 성육신적 이해와 체화된 인지 이론의 인식론, 사회적 기억의
변증법을 통한 체화된 인지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퍼포먼스 설교학을 설명하며 규명하
고자 노력하였다는데 본 연구논문의 강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전달함에 있어서
설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회중
들을 설교자가 지나치게 의식함으로서 회중들에게 마치 설교자가 연출가가 되어서 보
여주기 위한 퍼포먼스 설교로 전락되어져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에 관하여 의문점을
가진다.
셋째, 정재웅 박사는 설교가 몸을 통해 수행되는 체화된 말씀 사건임을 도외시하
고 인간의 이성만이 작동하는 순수한 정신활동으로 축소시킨다면, 이는 일종의 설교학
적 가현설(homiletical Docetism)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 현대의 설교를 위기에 빠뜨린 잘못된 ‘설교학적 가현설’이 무엇인가? 에 관한 구체
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요컨대, 설교자는 강단에서 신체를 통해서 효과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가 끝난 후에 목회자와 함께 교우들이 “유감스럽게도
나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느낀다면 이는 가현설적 설교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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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
끝으로, 정재웅 박사의 “설교 사건 중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제화된 경험” 에 관
한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재의 현실을 냉엄하게 즉시하며 다가올 미래시대
에 있어서 설교의 새로운 재구성을 인지하고 설교신학에 관한 현재 진행형의 담론을
인문 사회학적이며 신학적인 차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통찰력으
로 새로운 학문적 시각과 지평을 제시한 정재웅 박사님께 감사를 표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중 하나는 한국 강단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위기를 말한
다.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Helmut Thielicke)가 설교의 위기는 신학에 그 뿌리가 있다
고 지적하였듯이 목회현장에서 겪는 구성원과 설교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통한 연구
의 한계성을 극복하는데 설교신학의 연구 목적에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의 본질성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목회현장에 설교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체화된 경험이 있기를 소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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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발표
눅 24장, 지라리안(Girardian), 성서영성: 모방 폭력
의 위기에서 변화를 경험케 하는 내러티브의 힘.1)

이 경 희 박사
(기독교영성학 / PhD / GTU)

I. 들어가는 말
이 소논문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모방폭력(mimetic desire) 이론을 담아
내서 성경을 해석한 지라르의 후학들 즉, 지라리안(Girardian)의 관점으로 누가복음
24:13-35의 내러티브를 분석한 논문이다. 지라르가 폭력의 기저를 밝혀내려고 노력했
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속죄 원리를 이해하고자 천착했던 것은 기독교 구속
론의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했기에, 지라르의 이론으로 구속론을 확장시켜간 지라리
안들(Girardians)이 나올 수 있었다. 본 소논문은 “어떻게 누가복음 24:13-35에 나오는
예수님의 내러티브(눅 24:25-27)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했고 그들의 발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놓게 했는가?”라는, 그 “제자들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작
하였다. 그래서 단순히 이 논문은 성서학의 논문이 아닌 성서학을 기초로 한 영성학
논문인 ‘성서영성학’(Biblical Spirituality) 논문이라 하겠다. 이 소논문에서 필자가 주

1) 이 소논문의 필자의 학위논문 4장의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참고:
Kyoung-Hee Lee. “2 Samuel 11-12, Luke 24, and Biblical Spirituality: The Role of
Narrative in Challenging Sacrificial Substitution and a New Perspective on René Girard.”
Disser. (PhD), GTU,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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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바(thesis)는,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제자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모방폭력 하에
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또한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
라, 순전한 희생양(innocent victim)으로,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능동적으로 십자
가를 지신(Intelligent victim) 죽음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내러티브를 통해 제자들의
모방폭력적 이해를 제거시키실 때, 제자들은 복수와 또 다른 만장일치 린치를 가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지 않고, 자기 죽음, 자기 비움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이는
작금의 한국의 상황, 곳곳에 배태된 배제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위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필자는 먼저, 지라르의 이론을 다섯 개로 정리할 것
이다. 먼저는 ‘욕망은 모방적(mimetic desire)이라는 것’이다. 이 모방적 욕망에서 주체
는 라이벌과의 경쟁을 통한 긴장이 늘 과제가 된다. 욕망은 자발적이거나 내재적인 것
이 아니라 라이벌의 것을 모방하기에 그렇다. 두 번째는 ‘모방 짝패(mimetic doubles)’
개념이다. 이 모방 경쟁이 심화되어 어떤 선을 넘게 되면 주체와 라이벌의 피아(彼我)
구별이 없어지고 한 패가 된다. 이런 모방 폭력으로 인한 모방 짝패는 공동체 전체를
분노와 극한 긴장 상태로 만든다. 세 번째는 ‘희생양 메커니즘’(scapegoating
mechanism)이다. 이 때, 공동체는 불안으로 가득하다. 이러다 모두가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너’를 지목한다. 복수(revenge)의 요소를 없애야겠기에 약하고
힘없는 자를 선택한다. 고아, 여성, 장애인, 극빈자가 타깃이 된다. 복수가 불가능한 약
자를 지목한다. 네 번째는 ‘신화 만들기’다. 지라르의 기가 막힌 통찰이 여기에 등장한
다. 이런 공동체는 이제 무엇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는지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
은 ‘합리화’고 ‘이론화’다. 처음 종교가 등장한 것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이 모방폭력은 합리화되어야 했다. 그래서 ‘신화적 작업’을 해
낸다. 멋들어지게 만들어낸다. 사람들을 믿게 한다. 사회적 약자(심청이)가 가부장제
(심봉사)를 유지하기 위해 죽어야만했다. 이런 희생양은 문제적 요인(instigator)이면서
문제의 해결사(solver)가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경의 차별화’다. 지라르는 일반
문학작품이 신화적 요소가 팽배하지만 성경의 내러티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모방 짝패를 거부하고, 가해자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신
화적 장난을 고발한다. 그것이 성경 내러티브가 가진 위대한 점이라고 치켜세운다.
필자는, 두 번째로, 이런 지라르의 이론으로 구속 이론을 톱아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라르와 그의 후속 학자들인 지라리안들 (Mark Heim, James Alison,
Raymund Schwager, Michael Kirwan, James G. Williams)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안셀름(Anselm)의 ‘만족설’이 어떻게 가해자 중심의 이론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또
한 지라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안셀름은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의 죽음에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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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지라르와 그의 후학들은 하나님의 정의나 진노를 만족시키
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에 대한 희생양이나 희생제물로 내세운다고 생각하
는 안셀름 전통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다.2) 지라르와 지라리안은 십자가의 폭력의
가해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방폭력 하의 만장일치적 린치를 가하는 인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지라르와 지라리안의 관점에서 누가복음 내러티브를 읽는 것이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다룰 것이다. 누가복음 내러티브 (24:13-35)
는 이런 논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
다. 그러나 앞의 지라르의 다섯 가지 이론과 지라리안의 구속론의 이해는 어떻게 1세
기 당시 예루살렘에 모방폭력과 모방 짝패와 희생양 기제가 발동했었는지 그려볼 수
있다. 또한 제자들이 쓰는 단어를 통해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는지
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다른 어떤 방법인 아닌 ‘내러티
브’로 그들의 갇힌 ‘고정된 시야’를 벗겨내시고 어떻게 사단이 역사 속에서 모방폭력으
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는지를 보여주신다. 그 때, 그들은 다시 복수의 칼을 들며
그들의 울분을 표현하지 않고, 아니면 세상이 그러하듯, 힘없는 약자를 희생시키며 자
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만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 모방
폭력이 만연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은 생명의 ‘내러티브’를 경험한 자들
이 보여준 ‘변화’인 것이다.

II. 본론
1. 지라르의 다섯 개의 개념
그렇다면 지라르 이론을 단순화한 다섯 개의 개념은 무엇인가? 첫째는 ‘욕망은
모방적이다’(desire is mimetic)라는 정의는 지라르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작이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이 삼각형 구조(주체-라이벌-대상) 안에서 생물학적이
나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방적이라는 것이다. 지라르는 문학 속에서 이 원
리를 발견해낸다. “욕망이 독립적이지도 않고 그들 내부나 그 대상 속에 뿌리박은 것
도 아니다. 욕망을 하는 주체와 욕망을 받는 객체 사이를 나누는 직선은 없다. 오히려,
그 영웅이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는 욕망을 좌지우지하는 모델을 가진 삼각형이 존재
하는 것이고, 만일 그가 완전히 혼자 있었다면 욕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삼각형 구조
2) 한스 부르스마, 윤성현 역,《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개혁주의 속죄
론》(서울: CLC, 2014),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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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망(triangular desire)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이런 문학 속에서 탄생했다.”3) 주체가
어떤 대상을 직접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벌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에서 주체와
라이벌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익히 알려진 예(例)로, ‘한 장난감에
뻗은 두 아이의 손’처럼 주체와 라이벌의 폭력은 이 과정에서 생겨난다. 폭력은 둘이
나 그 이상의 라이벌이 물리적 수단을 통해 갖고자하는 대상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모방 폭력’이다.4) 물론 모든 욕망을 모방욕망이라고 환원할 수는 없지만 모
방욕망이론은 적어도 사람의 욕망이 모방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준다.
두 번째 개념은 ‘모방 짝패’(mimetic doubles)다. 모방경쟁에서 모방자는 라이벌과
경쟁한다. 욕망의 삼각형 구조 속에서 모방자(주체)는 경쟁상대(라이벌)와 같은 목표
(대상)를 점유하기에 계속된 모방 경쟁 속으로 들어간다. 이때 어느 주체와 라이벌이
어떤 특정 단계를 넘어서면, 둘은 ‘같은 짝이 되어 패걸이’(짝패)를 형성한다. 지라르는
“욕구불만이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서로 대립하던 자들은 서로 다투던 그 대상으로부
터는 더 이상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살아 있는 장애물 즉 스캔들에 의해 서로 흥분해
있는 그들은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스캔들이 된다. 이리하여 모방의 ‘짝패’를
이룬 그들은 자신들이 다투던 애초의 대상은 잊어버리고 가슴에는 분노만 가득한 채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게 된다. 이때부터 이들 각자가 맹렬히 뒤쫓는 것은 바로 모방의
경쟁자다.”5)라고 주장한다.
모방욕망이 모방 경쟁으로, 모방 경쟁이 모방 짝패로 진화하면서, 결국 모방 짝패
는 모방 전염(mimetic contagion) 또는 모방 눈덩이(mimetic snowballing)가 되어 공
동체를 집어삼킨다. 한 공동체의 모방 욕망이 전체 공동체를 모방 짝패가 되어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모방욕망으로 전염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논리이다. 지라르는 ‘사탄’을
단순한 악령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사탄이란 이런 모방폭력과 모방 짝패로 공중의 권
세 잡은 자(엡 2:2)이며, 군중의 인지불능을 획책하는 거짓의 아비(요 8:44)라고 설명
한다. 사탄은 모방욕망의 경쟁관계를 이용해 스캔들의 수렴현상을 만들어 내고 무고한
희생양을 죽이는 군중의 카타르시스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인 셈이다.6) 이런 모방 짝패 속에서 이제 개인의 독특성보다 군중의 모방 욕망이 사
회를 지배하게 된다. 군중으로 변한 집단은 자기들과 한패(짝패)가 아닌, ‘우리와 다른
자’를 골라낸다. 그리고 그들을 이 긴장의 숙주로 전가하고 숙청한다. 이 대리 희생자
3) 르네 지라르, 이영훈 역, 《지라르와 성서 읽기》 (서울: 대장간, 2017), 31.
4) René Girard, The Girard Reader, ed. James G. Williams (New York: Crossroad Herder,
1996), 9.
5)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서울: 문학과 지성
사, 2004), 38.
6) 오지훈, 《희생되는 진리: 르네 지라르와 무라카미 하루키, 기독교를 옹호하다》 (서울: 홍성
사, 2017),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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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gate victim)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어떤 점을 지닌 사람인데-절름발
이이거나(오이디푸스), 아버지의 호의를 입거나(요셉), 재앙으로 역병을 앓거나(욥)하는
등의 유별난 자들-마녀, 노예, 아이들, 왕, 이방인들이 그 예이다.7) 그 희생자에게 이
모든 원인을 묻기 시작한다. 그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세 번째 개념은 ‘희생양 메커니즘’(Scapegoating mechanism)이다. ‘모방 짝패’와
‘모방 눈덩이’같은 모방 폭력적 상황은 사회적 무질서를 만들어낸다. 이 공동체는 이러
한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짝패에 속하지 않는 희생양을 찾는다. 이 때 이 희생양은
‘우리’여서는 안 된다. 이질적인 ‘너’여야만 한다. 외국인, 장애인, 튀는 사람, 유별난 사
람, 공산주의자, 마녀,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 등, 근본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더라도 본
질적인 무질서의 원흉으로 삼을 자가 필요하다.8)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한 사람
을 향한 모두의 싸움’(all against one)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모두의 싸움’(all against
all)으로 공동체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어떤 기제가 발동하면 되겠는가? 이
때의 해결은 ‘희생양 효과’라고 불리는 방법이 쓰여야 할 것이다. “일단 희생양을 추방
하여 없애면, 군중들의 마음에 적개심이 사라지고 적도 없어지게 된다. 적어도 일시적
으로 이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어떠한 증오도 원한도 갖지 않는
데, 이리하여 이 사회는 온갖 긴장, 분리, 분열로부터 ‘순화’되었다고 느끼게 된다.”9)
이때 추방된 희생자는 양가가치를 갖게 된다. 하나는 이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원
흉(cause of the crisis)의 역할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의 그러한 위기를
넘어가게 한 신적 모델(the sacred)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러한 긴장, 모방폭력, 그리고
잔인한 행위를 담보한 모방폭력과 희생양 기제는 서양 문학에 모호하게 숨겨져 있다.
네 번째 개념은 ‘신화 만들기’이다. 모방폭력으로 인한 ‘모방 짝패’ 현상, ‘희생양
구조’ 하에서 사회는 더 이상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관심이 없다. 오
직 분노와 모방 폭력적 충동이 가득 찬 군중의 린치(만장일치의 폭력)를 피하기 위해
서로 희생자를 찾을 뿐이다. 지라르는 이런 토양에서 인간 문화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
다. 이런 모방폭력을 신성화 한 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첫째로, 종교 공동체들은 원시
살인 행위를 재현하는 제의적 희생을 시행한다. 둘째로, 사람들은 이 원시적 살인을
다시 이야기하는 신화적 서술을 서로에게 이야기한다. 끝으로, 종교적 금기나 터부
(taboo)는 모방 경쟁이 경계 안에 머물게 하여 다시는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되지 않게 한다. 따라서 종교적 제의, 신화, 금기는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준다.”10)
지라르는 어떻게 한 사회가 이런 모방폭력의 토양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가해자들의
7) 부르스마,《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242.
8) 윌터 윙크, 한성수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지배체제 속의 악령들에 대한 분별과
저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278.
9) 지라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54.
10) 한스 부르스마,《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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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지켜나갔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모방 짝패
혹은 모방 눈덩이로 ‘문화’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신화 만들기’라고
명명한다. 신을 만들어낸 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이 신
화 뒤에 숨어버린다. 마치 로물루스가 동생을 죽인 가해자이지만 로마 건국 신화의 주
인공으로 건재한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가해자는 바로 이런 희생양을 신성화시킨다.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못 보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표현하는 기록 뒤에 있는 진짜
모방폭력을 받아들이기 거부하기 때문이다.11) 지라르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폭력과
종교와 문화의 기원을 밝히는 통찰이고 이것을 성경의 내러티브와 연결 고리를 갖게
한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경 내러티브의 탁월성(uniqueness)’이다. 성경의 내러티브
는 이런 모방폭력의 가해자의 잔인성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폭력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잘 드러내준다. 윌터 윙크는 “성경은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회
복시킨다.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희생당하는 자들에 동참하는
자로서 계시된다”12)라고 설명한다. 미로슬라브 볼프 역시 “가해자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해 가해자의 관점을 취하는 전형적인 신화적 텍스트와 달리, 가인과 아벨 이야
기가 희생자의 관점을 취해 가해자를 정죄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이 이야기의 온전한
의미가 드러난다”13)고 주장한다. ‘지라리안’ 학자 중의 한 사람인 마이클 컬완(Michael
Kirwan)은 성경 내러티브의 취지는 서양 문학과는 결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14) 그는 성경 내러티브가 순전한 희생양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 드러내
고 있으며 그가 당하는 모방폭력의 가해자들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15) 그 중 한 사람인 슈바거(Schwager) 역시 “서양의 세속주의가 단지 사회
적 질서와 평화의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기반을 승화시켜온 반면 기독교는 전통적 신
화를 실제로 전복시켰다. 오로지 기독교와 성경만이 폭력의 가면을 벗기는 역할을 담
당해 왔다.”16)고 강조한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하나님이 박해자들의 편이 아닌 순전한
희생자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지라리안(Girardian)의 안셀름 비평

11)
12)
13)
14)
15)

지라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54.
윙크,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28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서울: IVP, 2012), 143.
Michael Kirwan, Discovering Girard (Lanham, MD: Cowley Publications, 2005), 63.
Raymund Schwager, Must There Be Scapegoats?: Violence and Redemption in the
Bible, trans. Maria L. Assad (Leominster, England: Gracewing, 2000), 107.
16) 한스 부르스마,《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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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욕망과 모방폭력의 이론은 프랑스 비평가이자 인문학자인 르네 지라르
(René Girard)의 것이다. 이러한 지라르의 이론은 문학 이론, 심리학, 특히 신학에 영
향을 끼쳤고, 폭력과 종교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의 모방 역학을 탐구하고 비평하며 발
전시키려는 학자들에게 좋은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이런 면에서 신학자들은 지라르에
게 빚진 바가 크다. 신학자들의 모방이론과 모방폭력에 대한 연구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17) 지라르의 모방 가설은 지라르의 후학 연구가들인
지라리안에 의해 발전되고 더 정밀하게 만들어졌다.18) 지라리안은 구원의 교리에 관
한 속죄 신학과 구원론의 연구에 지라르의 통찰에 큰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지라르의
연구를 뛰어넘는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 필자는 어떻게 지라리안들이 지라르의 이론으로 속죄 신학의 대표 주
자인 안셀름(Anselm)의 만족설(Theory of Satisfaction)의 한계를 비평하고 극복하려
는지 설명할 것이다. 이 짧은 소논문에서 하나님의 폭력성과 그에 기반한 전통 속죄론
을 다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안셀름(Anselm)으로 대표되는 속죄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폭력과 연관되어 논리를 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설명이 어떻게 십자가 구원을 설
명할 때 늘 딜레마에 부딪혔는지의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안셀름의 만족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이 교리가 하나님의 분(anger)을 달래기(propitiation) 위해 예수님의 죽
음을 희생양적 죽음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것
이 아닌, 인간 사회의 폭력의 메커니즘을 끊는 죽음이었고, 이런 무고한 희생자의 죽
음은 결코 하나님의 분을 달래기 위한 희생양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 동력인 폭력을 끊어내셨고 세상에 그 비폭력적 승리의 모습, 제 3의 길19)을
보여주셨다.
첫째, 안셀름의 속죄론은 무엇인가? 속죄론은 기독교 신학의 중심 주제이다. 속죄
론과 구원론의 각각의 해석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특별한 개념과 아주 긴밀하게 연
관되어 있고, 신성(the divine nature)의 특별한 개념을 반영한다.20) 구스타브 아울렌
17) Kirwan, Discovering Girard, 7.
18) 이런 지라리안의 연구는 신학 내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마크 왈래스(Mark Wallace)는
모스트모던 성서주의와 동시대 신학을 위한 르네 지라르의 도전에 대해 연구했으며, 제임스
윌리엄(James William)의 성경 내의 폭력에 관한 연구는 아주 비중 있게 지라르의 관점에
영향을 받았다. 로버트 해머튼 켈리(Robert Hamerton-Kelly)는 마가복음을 해석하는데 지라
르의 모방욕망에 대해 사용했으며, 샌도르 굿하트(Sandor Goodhart)는 레이몬드 슈바거
(Raymund Schwager)와 유대-크리스챤 논쟁에 있어 유대인의 관점에 공헌하였다. 질 배일
리(Gil Bailie)의 연구는 모방욕망적 성서 읽기에 있어 동시대 미국인들의 문화적으로 해석하
려고 노력했다. 참고, Michael Kirwan, Girard and Theology (London: T&T, 2009), 81.
19) 윙크,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323.
20) Gustaf Aulén, Christus Victor: An Historical Study of the Three Main Types of the
Idea of Atonement, American ed. (New York: Macmillan, 195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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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af Aulén)이 지적했듯이, 속죄론은 조직신학과 개신교 영성학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속죄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과 의로움의 개념과 기독교
의 의미와 우리 현재의 경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인간의 운명과 직접 연
결되었기 때문이다.
태드 피터스(Ted Peters)는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 이후, 16세기
와 17세기의 영국의 성경은 ‘분을 달램’ 혹은 ‘화해’의 의미인 히브리어 ( רפכkipper:
piel form; “to cover over”)와 그리스어 ίλασμός (hilasmos) 그리고 καταλλαγή (katallage)
를 ‘속죄’(atonement)로 번역하기 시작했다21)고 설명한다. 피터스(Peters)는 조직신학
의 역사 속에서 연구되어 온 속죄론에 관한 여섯 개의 관점을 간략히 정리하였는데,
‘참 지식의 선생으로서의 예수,’ ‘도덕적 예표와 영향을 주는 자로서의 예수,’ ‘승리자와

해방자로서의 예수,’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수,’ ‘행복의 교환자로서의 예수,’ 그리고 ‘마
지막 희생자로서의 예수’로 분류한다.22) 필자는 이 소논문에서 속죄론을 설명함에 있
어, 다른 이론은 차지하고 켄터베리의 안셀름23)으로 알려진 신학자에 대해 집중하고
자 한다.24)
안셀름은 처음에 속죄론에 대해 언급한 인물이며 그의 만족설은 이 분야에 주요
한 역할을 하였다. 아울렌(Aulén)은 속죄론의 이런 용의주도한 교리의 진정한 시작은
안셀름의 저작에서 발견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가 바로 기독교 교리의 역사 속에서 위
대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라고 치켜세웠다.25) 이바나 노블(Ivana Noble)은 안셀름
의 대표작,《왜 신은 인간이 되었는가?》(Cur Deus Home?)을 구속론에 관한 기독교

21) Ted Peters, God-The World’s Future: Systematic Theology for a Postmodern Era,
(Mi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12.
22) 참고, Ted Peters, God-The World’s Future, 216-229.
23) 안셀름은 1033년에 부르고뉴 왕국의 아오스타(Aosta) (현재 이탈리아)에서 출생했다. 그는
1060년 노르망디의 배크(Bec) 수도원에 들어가서 1078년에 랜프란크(Lanfranc)의 뒤를 이어
수도원장으로 취임하였고, 1093년에 캔터베리 대주교(archbishop of Canterbury)가 되었고
1109년에 소천하였다. 그는 대작들을 남겼는데, 그중 유명한 것이 Dialogus de grammatico,
Monologium de divinitatis essential sive Exemplum de ratione fidei, Proslogium sive
Fides quaerens intellectum, De veritate, De fide trinitatis, Cur Deus Homo?이다. 참고,
Ivana Prague Noble, “The Gift of Redemption: Vladimir Lossky and Raymund Schwager
on Anselm of Canterbury,” Communio Viatorum 52, no. 1 (2010): 48.
24) 테드 피터스와 달리 한스 부르스마는 속죄론을 크게 세 개(사랑의 표현, 아들에 대한 형벌,
마귀와의 전투)로 분류한다. 그의 분류의 핵심엔 ‘하나님의 폭력성’이 있다. 그가 주장하길,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시키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폭력과 연
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독교 신앙에서 주된 신학적 전통 세 가지
는 각각 하나님과 폭력을 결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과 속죄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형벌 대속론(안셀름의 보상설의 종교개혁적 하위 모델이라 설명할 수 있는)은 특히 비난의
대상이 된다.” 부르스마,《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80.
25) Aulén, Christus Victor,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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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을 발전시킨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셀름의 만족설은 무엇인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 의해 엉망이 된 이후, 하
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구원의 이야기에서 조절 변수는 죄이
고, 이것에 대해 그리스도는 딱 필요한 만큼의 일을 하셔야만 했다.26) 안셀름은 만족
을 통한 구속의 이론을 죄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죄를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
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의 실패로 본다.27)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
갈 수가 없고 모든 축복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
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해결은 반드시 인간 편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이 파괴된 세계를 다실 살릴 그럴 창조주 같은 능력이 없다.
피터스(Peters)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다: “오직 (창조주인) 하나님만이 다시 되돌
릴 수 있다. (피조물인) 인간이 망쳤기에 인간 편에서 해결해야만하고, 인간이 해결해
야만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으니 신(창조주가)이 개입해야만 한다. 이것은 신과 인간
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안셀름의 결론은, 성육신(신이면서 인간인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제 우리
는 알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지 말이다(Cur Deus homo?).”28) 인간이
준비한 어떤 배상도, 하나님의 분을 삭일 수 있는, 그 분을 달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 오직 신이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 무한한 만족을 주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구원받았고, 신적 명예와 공의는 훼손되지 않
았다.29) 오직 십자가 위에서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수난과 죽음만이 하나님의
망가진 계획을 복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만족시킬 수 있었다.
왜 안셀름은 만족설을 발전시켰는가? 마이클 컬완(Michael Kirwan)이 주장하길,
안셀름은 인간 구원의 주도권이 사단에게 있다는 자체가 몹시 맘에 들지 않았다.30)
안셀름의 공헌은 사단의 설 자리를 뺏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속죄론에서 언급하는
것, 즉 더 이상 사단에게 어떤 갚아야할 빚이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31) 안셀름의 이
론은 분명 이런 점에서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는 구원의 주도권을 사단에게서 하나
님에게로 이동 시켰다.
26) James Alison, The Joy of Being Wrong: Original Sin through Easter Eyes (New York:
Crossroad Publishing, 1998), 7.
27) J. Patout Burns, “Concept of Satisfaction in Medieval Redemption Theory,” Theological
Studies 36, no. 2 (June 1975): 286.
28) Ted Peters, God-The World’s Future, 222-223.
29) Noble, “The Gift of Redemption,” 49.
30) Michael Kirwan, “Being Saved from Salvation: René Girard and the Victims of Religion,”
Communio Viatorum 52, no. 1 (January 1, 2010): 34.
31) Kirwan, “Being Saved from Salvation,”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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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셀름의 이런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셀름의 만족설이 불편하다. 그것은
어떻게 안셀름의 만족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왜 안
셀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 보다 신의 정의나 희생양에 더 천착하였는가’이
다. 마크 하임(Mark Heim)은 “십자가에 대한 몇몇 신학자들은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
의 행위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메커니즘에 너무 집중한다”고 꼬집는다.32) 그
는 안셀름의 이론이 너무 하나님의 정의만 집중했기에 죽음을 이긴 승리하신 그리스
도를 놓쳤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셀름은 하나님을 희생제사를 요구하는 신으로 묘사했고,33) 예
수님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십자가에서 아주 수동적으로 그리고 처참히 죽어간 존
재로 묘사했다. 비록 안셀름이《왜 신은 인간이 되었는가?》(Cur Deus Home?) 9장
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발적인 것으로 그렸지만, 안셀름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드러내
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의 소리를 음소거(mute)34) 시켰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빚졌고,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에 순종을 빚졌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을 요
구하셨다.”35) 안셀름은 이 정도만 예수님의 능동성을 표현했다. 안셀름은 이곳에 예수
님의 순종은 있지만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참여자로 그리지는 않았다.
둘째, 그렇다면, 이 안셀름의 주장에 대한 르네 지라르와 그의 후학들인 지라리안
(Girardian)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라르와 지라리안들은 전통적 속죄 신학에서 예수의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불편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지라르는 누가복음
11:50-51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라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
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을 언급하면서
모든 인간의 문화가 폭력에 기반 한 것임을 강조한다. 사회는 이런 모방폭력 하에서
희생양 제의가 만연하고 기득권들의 비호와 자기 신화만 가득함을 고발하고 있다.
“(이런 모방폭력은) 기원에 있어서 가인 적 문화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화가 결국
사악한 것, 다시 말해 폭력을 유발하며 시초의 살해를 만장일치로 그릇 해석한 덕에
축출된 나쁜 전염이다.”36) 이런 관점에서 지라르는 십자가를 흔히 하나님의 진노를 달
래기 위한 인간의 희생으로 설명하는 안셀름의 이론이 기독교 주류의 속죄론 또한 희
생적 독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해한다.37) 안셀름의 관점에서, 하나님
32) Mark Heim, Saved from Sacrifice: A Theology of the Cros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6), 293.
33) Heim, Saved from Sacrifice, 300.
34) 신화(myth)라는 단어와 음소거(mute)라는 단어의 어근은 같다. 참고, Kirwan, Discovering
Girard, 63.
35) Anselm, Why God Became Man, and The Virgin Conception and Original Sin, (Albany,
NY: Magi Books, 1969), 77.
36) René Girard, I See Satan Fall like Lightening, trans. James G. Williams, (Maryknoll,
NY: Orbis Books, 200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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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의 희생양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하신 듯 보인다.38) 부르스마
역시 안셀름의 이론은 하나님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델에
서 하나님은 세상 죄를 해결하고자 그의 아들을 이 땅에서 처벌하고 있다.”39) 슈바거
도 질문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죽였다고?” 분명 아니다.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다. 이런 딜레마를 지라르와 지라리안은 이렇게 설명한다.
슈바거는 폭력적인 행동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자한 인간의 행동(모방폭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40) 정복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평화를 세우기 위해 희생양으로써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지라르에게 있어서 예수의 일생과 죽음에 대한 복음서 기술은 모방 전염
과 집단적 살해의 신화의 폭력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폭로하는 자료이다.41) 그러나,
안셀름은 예수님의 죽음의 분명한 살인 인자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 인자(cause)가
무엇인가? 하임(Heim)은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폭력
성’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집단적 모방폭력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
의 폭력과 희생자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그 모방폭력의 숨겨진 가해자를 분명히 드러
내신다.42) 여기서 필자가 안셀름의 만족설에 근거해서 논하고자하는 바는 안셀름의
이론은 예수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모방폭력’이다. 이것은 희생양 기제에서 발생했으며 이것은 인간들에 의해 철
저히 숨겨졌다는 것이다.
지라리안은 예수의 자발적 죽음이 인간의 모방폭력으로 인한 희생양 기제를 폭로
하고 뒤엎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 모방 폭력의
싸이클을 끊어놓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지라르의 모방이론에 기초해서 볼 때, 안셀름
의 만족설은 폭력의 진짜 원인을 숨기려는 신화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안셀름의 접근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크게 손상시킬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 슈바거(Schwager) 역시 주장하길, 하나님은 당신의 친아
들을 죽이기 위해 그 모든 계속을 주관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제 이런 ‘희생양적 죽음’이 더 이상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43) 예수님
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윙크(Wink)는 이렇게 빌립보서를 풀어내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는 비록 하나님의 형태로 계셨지만, 굳이 폭력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37)
38)
39)
40)
41)
42)
43)

René Girard, The Girard Reader, ed. James G. Williams (NY: Crossroad Herder, 1996), 178.
Heim, Saved from Sacrifice, 300.
부르스마,《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81.
Schwager, Must There Be Scapegoats?, 218.
부르스마,《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248.
Heim, Saved from Sacrifice, 306.
Schwager, Must There Be Scapegoat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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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에게서 모방하려는 마음(the mimetic spirit)을 비
웠습니다” (빌 2:5-6).44)
안셀름의 논리에서는 예수님의 자발적 목소리를 발견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의지
는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하나님의 이미지 밑에 감쳐진 것이다. 제임스 알러슨
(James Alison)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죽으셨다고 말
하고 있다. 그래서 알러슨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아시고 죽으신 희생자”(Intelligent
victim)이라고 부른다.45) “예수님은 아직 그의 시간이 오지 않았기에 여러 번 있었던
그를 향한 린치(모방적 폭력과 희생양적 죽음)를 아주 세련되게 피하셨다. ‘이를 내게
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 10:18).”46) 예수님은 하
나님의 분노를 달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갈보리 산에 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인간의 모방 폭력과 희생양 기제를 끊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갈보리 언덕에 오르신 것이다.47)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정의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
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세운다고 생각하는 안셀름 전통과는 정반대의 입장
이다.

3. 지라리안의 관점으로 누가복음 24:13-35 해석
이 장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연구한 관점으로 누가복음 22-24장(특히, 눅 24:13-35
을 집중해서)의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다루고자한다. 그리고 이렇
게 성경을 읽는 것이 독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논하고자 한다. 이 관
점은 첫째,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자발적으로 희생양 기제를 끊기 위해
죽음을 택하셨는지, 둘째 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모방욕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해했다가 예수님의 내러티브를 듣고 예수님의 죽음을 재이해하고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누가복음 수난 내러티브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방폭력의 희생양으
로 대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모방 짝패와 만장일치의 폭력이 사회를 덮고 있을 때, 사
람들은 원수일지라도 희생양을 제거하기 위해 연합한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을 덮고
있던 메커니즘이다. 누가복음 내러티브는 당시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앙숙이었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를 죽이는 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는지
기술하고 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눅

44)
45)
46)
47)

윙크,《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285.
James Alison, Knowing Jesus (Springfield, IL: Templegate Publishers, 1994), 48.
Alison, Knowing Jesus, 48.
부르스마,《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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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이것은 지라르가 언급한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 원수일지라도 서로 친구가 되는지 설명하는 바와 같다. 하임(Heim)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평화를 다시 복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고한 희생자를 죽이는
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유다, 헤롯, 빌라도, 가야바, 베드로 모두 이
무명의 군중 속에 들어있었다. 안셀름은 이 가해자 리스트에 하나님을 집어넣은 것이
다.”48)
이런 만장일치의 폭력 속에서, 심지어 안셀름은 하나님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상
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내러티브는 안셀름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신화적 죽음으로 마무리했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모방폭력
의 가해자들에 의해 무참히 린치를 당한 한 속절없는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일부러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분’(Intelligent victim)이셨다. 노블
(Noble) 역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분이지 희생의 가해자가 아니시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폭력을 뒤집어엎으신 승리자이지 궁극적인 희생자가 아니시다”라고 주장한
다.49) 컬완(Kirwan)도 “예수님은 인간의 모방폭력을 고발하고 파괴하고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무참히 희생양으로 린치를 당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50)라고
설명한다. 이렇듯 지라리안들은 신화적 접근인 안셀름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당시
모방폭력에 빠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희생양적 죽음 이해(안셀름의 이해)에서 자
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내러티브는 어떻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
가? 어떻게 예수님의 내러티브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떠서 다시 예루살렘으
로 돌아가게 하였는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기사는 눅 22:2에서 시작
된다. 이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 (“대제사장들
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
더라,” 눅 22:2). 종교지도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존재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조직을 평화롭게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처리해야만 했다.
이 때,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를 넘겨받기로 모의했다 (눅 22:5). 마침
내, 두 지도자(종교지도자들과 정치지도자들)는 어떻게 모방 폭력으로 예수님을 죽이
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지 보여준다. (종교지도자들의 규합: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눅 23:10, 정치지도자들의 규합: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
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눅 23:12). 이 논리는 지라르의 모방욕망의 삼
각형 구조를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누가복음 22-23장의 예수 수난 내러티브는 - 지
48) Heim, Saved from Sacrifice, 301-2.
49) Noble, “The Gift of Redemption,” 61.
50) Kirwan, “Being Saved from Salvatio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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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 이론이 설명하듯이 - 어떻게 두 라이벌이 서로 마음을 모아 모방폭력을 발현하
는지 또한 그 폭력이 모방 짝패가 되어 예루살렘 전체를 휘감는지, 그리고 그 동요가
큰 자신의 공동체를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 희생양을 찾는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들은 이 모방폭력을 잠재울 희생양을 예수님으로 지명하고 - 지라르가 언
급한 것처럼 – 예수님을 양가적 존재(double transference, 이중 투사)로 처리한다.
즉, 이 모방폭력을 유발했기에 죽어야만 하는 원인제공자(instigator)이면서 희생양적
죽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영웅(the sacred)으로 취급한다.51) 물론 헤롯이 그것을

인지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헤롯은 ‘희롱’(저주 대상)하면서도 ‘빛난 옷’(신성 대상)
을 입히고 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눅 23:11). 샌드라 슈나이더스는 예수님의 양가적 가치
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의 기능은 희생양의 불공정한 희생을 보여
주는 것인데, 그것은 희생양에게 모욕을 주거나 혹은 희생물이 죽은 후에 그 희생자를
칭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그(녀)가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렸기에 죽을 만
했다고 여겨지는 것이고, 후자는 그 공동체를 위해 그(녀)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
주며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살리는 것이다.”52)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시절, 어떻게 역
사 속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했던 선지자들을 모방폭력으로 죽
여 나갔는지를 드러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
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
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눅 11:47-48). 예수님은
어떻게 종교지도자들이 모방폭력을 사용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희생양을 삼았는지를
계속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것이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러했다. 엠마
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기득권들에게 죽어간, 조상 때부터 죽어간,
‘선지자’처럼 모방폭력으로 죽어갔다고 이해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
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눅 24:20).” 제자들은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희생양으
로 린치를 당하고 죽어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이해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같은 누가복음 내러티브인 11:50-51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
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에서도 선지자가 어떻게 모방폭력과 만장일치의 린치로 죽어갔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러했기에, 제자들이 이 단
어를 썼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51) Kirwan, Discovering Girard, 39.
52) Sandra Schneiders, “The Lamb of God and the Forgiveness of Sin(s) in the Fourth
Gospel,”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3, no. 1 (January 1, 20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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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양으로 고난 받으셨다가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임(Heim)은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통해 당시에 만연되었던 희생양 기제를
드러내셨다고 설명한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 삶은 또 다른 희생양으로 소리 없이
죽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만연한 모방폭력을 뒤엎기 위함이었다.”53) 이 메커니즘은
오직 순전한 희생자로 끊어질 수 있기에 예수님은 순전한 희생자(innocent victim)였
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희생자(Intelligent victim)으로 사신 것이다. 누가복음 내러
티브는 예수님이 순전한 희생양이었음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다: “빌라도
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눅
23:4), “백부장이 ..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눅 23:47), “이를 구
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눅 23:48).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모방폭력으로 죽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방폭력과
희생양 기제를 끊어내기 위해 순전한 희생자(innocent victim)로, 그 죽음의 의미를 다
아시면서 자발적 희생자(Intelligent victim)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해
진 폭력은 하나님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변화 된 것인가? 예수님의 설명을 듣
기 전, 제자들은 이전에 부활한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지라르 역시, “누구도 부활이 이르기까지는 제자들 자신을 거의 완
전히 압도해버린 폭력적 전염의 반전을 예견할 수 없었다”54)라고 설명한다. 희생양으
로 죽어갔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모방 폭력적이었는지
보게 된 사건이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일찍이 그들의 선생을 버리고 배반했었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그 과정
에 그들 스스로가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55) 비록 예수님이 공생애에 그렇게 말씀
하시고 강조하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
셔서 부활 후에 자기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었다.
그러나, 부활은 그들 앞에서 일어났다. 그렇다고 두 제자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함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그들
을 꾸짖으신 것은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해한
그것, 즉 예수님의 죽음을 모방폭력에 의해 희생양적 죽음으로 이해’(눅 24:19-20)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내러티브를 경험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그의 영광에 들어
가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희생
53) Heim, Saved from Sacrifice, 304.
54) 지라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 181.
55) 한스 부르스마,《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249.

- 123 -

양으로 ‘수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의 영광에 들어가시려고 고난 받
으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야 할 것이 아니냐,” 눅 24:26)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은 내어주신 것
(self-giving)과 스스로 모든 것을 드러내신 것(self-revealing)을 알게 되었다. 제자들
이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을 듣고 나자 그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공생애에 함께 하면서
들었던 것들과 의미들을 다시 천천히 숙고할 수 있었다.56)
예수님의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모방 폭력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는지 보여주었고, 어떻게 희생양 기제가 대속적 희생을 숨겼고
사회에 필요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시스템을 드러냈는지, 어떻게 예수님
의 영광에 들어감(부활)이 폭력의 뿌리를 전복시키고 모방 폭력적인 사단의 권세 아래
왕 노릇하던 세상 지도자들을 고발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수난,
죽음, 부활의 의미를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고 기뻐서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눅 24:33-35).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양적 죽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의 이해를 고쳐주어야만 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눅 24:26). 그리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
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27). 이것은 ‘예
수님의 해석학’이다. 예수님은 이 설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만연한 모방폭력과 그로인
한 짝패 문화를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주변에 만연해 있는 희생양
기제를 폭로하신다. 그리고 이 해석을 경험한 21세기의 독자들은 독자들의 세계로 가
져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내 주변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모방폭력과 희
생양 메커니즘을 인식하게 된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한 역할은 그것
이다. ‘내러티브를 통한 해석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다. 누가복음 내러티브 24:25-27에
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온 모방 폭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저 해석해 준 것 뿐이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그는 문화에 짙게 깔린, 그래서 사단이 주도하는 거짓의 폭력성과
신화 같은 종교성의 폭력적 싸이클을 고발하셨다. 어떻게 역사 속에 제국들이 일어셨
고 어떻게 그 기득권을 유지하게 위해 모방 폭력적 죽음들이 있었는지 설명하셨을 수
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27).
이런 예수님의 해석을 들은 후에, 그들은 복수하기 위해 뛰쳐나가지 않았다. 제자
들은, 모방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비방하거나, 죽이거나, 폭동 혹은 테러
같은 더 큰 모방폭력으로 혹은 다른 힘없는 희생양을 찾아내는 기존의 행태를 밟지
56) Alison, Knowing Jesu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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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제 3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모방폭력을 끊어낸 길이었다. 그것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제 3의 길이었다. 예수님은 신으로써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또 다른 모방폭력의 대안을 창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저 지금
우리와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모방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으며, 그것을 이용해 사단
이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으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제 3의 길을 찾아야할지를 그
저 ‘내러티브로 설명’해주었다. 제자들은 그 ‘내러티브’를 듣고 그들의 눈을 떠서(눅
24:31) 그 모방폭력을 보았고 그 힘을 경험했기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하고,” 눅 24:32) 폭력
을 만들어내지 않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방폭력의 본진인 –
아직 모방 짝패와 만장일치의 린치가 가득한 – 예루살렘(“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
여..” 눅 24:37)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눅 24:33).
이제 예수님은 모방폭력과 희생양 메커니즘의 상황에 놓여있는 독자들에게 원망
과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다 아
시면서 가신 자기 죽음(Intelligence victim)이다. 자기 부인이다. 이 설명을 하시고, ‘떡
을 떼고 축사하신다’ (눅 24:30). 즉, 성만찬은 ‘자기 희생’과 ‘자기 나눔’이 세상에 만연
한 모방폭력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모방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닌 바로 ‘나를 본받는 것이고 아버지를 본받
는 것’(요 17:21, 빌 3:17)이라고 말하고 있다.57) 이 모방폭력과 희생양 시스템을 이기
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제 3의 길은 ‘자기 죽음’(Intelligence victim)임을 십자가에서 갈
기갈기 찢기신 몸, 그 몸에 참여하는 몸 둥아리 즉 성만찬적 삶만이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알렉산더 슈메만이 설명하듯, “분명 성만찬은 희생제사다. 희생제사는 인간
이 행하는 가장 자연스런 행위이며, 인간 삶의 정수다. 인간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존
재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사랑 안에서 발견하는데, 사랑은 다름 아닌 희생
이기 때문이다.”58) 예수님이 행하신 성만찬은 그가 어떻게 인간의 모방폭력과 시스템
을 전복시키는지 보여주신 또 다른 해석이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떼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눅 24:30).
제자들의 눈은 그들이 무고한 희생자이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죽음의 길
(Intelligent victim)을 걸으신 예수님의 해석을 들은 후에 떠졌다. 또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자기 죽음이 어떤 것이지, 어떻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남을 위해 주는 것이 진
짜 이기는 것인지 떡을 떼시며 모여주신 성만찬을 경험한 후에 눈이 떠졌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내러티브의 결과는 세상의 원칙과 달랐다. 즉 모방폭력을 경험한 자,
자기 스승이 어떻게 모방폭력으로 죽어갔는지, 그래서 기득권을 향해 어떻게 복수하
57) Girard, Reader, 63.
58) 알렉산더 슈메만, 이종태 역,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서울: 복 있는 사람, 200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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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리를 차지하고, 아니면 더 약한 자를 희생양 삼아 자기의 분을 풀어냈는지에 대
해 관심이 없었다. 세상이 주는 모방폭력의 삶을 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의 해석을 경험하고, 그 내러티브를 경험한 후, 또한 그 해석의 모델로써 성만찬을 경
험한 이후에 피 흘림이 없는 변화를 경험한다. 이것은 내러티브의 힘이요, 내러티브의
상징인 성만찬의 힘이다.

III. 나가는 말
이 소논문에서 필자는 제자들이 누가복음 22-24장의 내러티브에서 어떻게 변화되
었는지를 다루었다. 첫째로 필자는 지라르의 이론을 다섯 개의 개념(모방욕망, 모방
짝패, 희생양 기제, 신화 만들기, 복음서 내러티브의 특별성)으로 단순화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 것은 누가복음의 복잡한 내러티브를 좀 더 쉽고 분명하게 분석하기 위
함이었다. 둘째로 지라리안의 관점으로 안셀름의 만족설에 대한 비평의 시간을 가졌
다. 안셀름의 여러 공헌점이 있지만, 안셀름의 만족설은 하나님을 모방폭력의 가해자
로 이해할 소지가 자못 크다. 그래서 어떻게 안셀름의 속죄론이 한계를 가졌으며 그
논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왜곡시켰는지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지라리안의 이해를 토대로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내러티브(눅
24:13-35)를 다뤘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방폭력으로 희생양
당한 죽음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내러티브를 경험하
자,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이해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는지 알게 되었고, 복수와
폭동의 모방 폭력적 이해가 아닌, 비폭력적 제 3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변화는 예수
님이 성경의 곳곳을 설명하시며 얼마나 역사 속에서 이런 모방폭력이 숨어있었는지
보여주었고, 자신 역시 어떻게 이런 모방폭력 속에서 수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을
보냈는지 보여주었고, 마침내 더 이상 이 땅에 이 모방폭력을 종식시키는 일을 하기위
해 어떻게 공생애 시간을 보내셨는지 보여주었던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통
해 모든 것을 알고 죽는 것(Intelligent victim), 모든 것을 알기에 드러내는 것
(Intelligent revealer) 그리고 모든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주는 것(Intelligent giver)이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한 변화’
를 경험한 제자들은 복수로, 또 다른 모방폭력으로 가지 않고, 희생양 메카니즘의 메
카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을 ‘변화의 삶’으로 초청했던 것이다. 그것이
‘내러티브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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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눅 24장, 지라리안(Girardian), 성서영성: 모방 폭력
의 위기에서 변화를 경험케 하는 내러티브의 힘”에
대한 논찬

양 정 호 박사
(대전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영성사)

이경희 박사의 논문은 르네 지라르의 모방이론과 희양생 매커니즘을 가지고 누가
복음 24장을 해석한 논문으로, 성서 영성의 관점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입니다. 서론에서는 이 논문이 단순히 성서학 논문이 아닌 성서학을 기초
로 한 영성학 논문, ‘성서영성학 논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론 1장에서는 지라르와
지라리안의 이론을 다섯 개의 개념을 가지고 정리하는데 그 내용음 다음과 같다: ‘욕
망은 모방적이다(모방욕망)’ - ‘모방 욕망이 모방 경쟁으로 진화하면서 모방 전염상태
가 된다(모방 짝패)’ - ‘모방 짝패와 같은 폭력적 상황은 사회적 무질서를 만들어 내는
데 이러한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짝패에 속하지 않는 희생양을 찾는다(희생양 매커
니즘)’ - ‘모방폭력을 신성화한 것이 종교다(신화 만들기)’ - ‘성경의 내러티브는 이런
모방폭력적 가해자의 잔인성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폭력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잘
드러내준다(성경 내러티브의 탁월성)’ 본론 2장에서는 지라르의 이론이 구원의 교리에
관한 속죄론 구원론 연구에서 신학에 기여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전통적인
속죄-구원 이론을 대표하는 안셀름의 만족설을 비판하고 있다. 이경희 박사가 소개하
는 지라리안의 주장에 따르면, 안셀름의 만족설은 구원론에서 사단을 배제한 데 중요
성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존엄)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죽음을 이긴 승리하
신 그리스도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희생제사를 요구하는 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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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나아가 예수의 죽음의 신화적 죽음
으로 마무리함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 본론 3장에서 이러한 안셀름의
속죄론을 극복하기 위해 지라리안의 시각으로 누가복음 24:13-35을 해석한 내용을 소
개한다: 예수는 모방폭력의 가해자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희생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
려 인간의 모방폭력을 고발하고 파괴하고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마지
막으로, 모방폭력에 사로잡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중요
한 질문을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의 내러티브와 성만찬을 제시한다.
예수의 내러티브의 내용은 예수가 희생양으로써 ‘수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발
적으로 그의 영광에 들어가시려고 고난 받으신 것’이라는 설명이었고 이런 설명을 통
해 모방폭력적 이해를 제거할 수 있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이 성만찬적 삶을 통
해서 모방폭력과 희생양 시스템을 이길 수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요약한 것과 같이, 이 논문 세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르네 지
라르의 모방이론과 희생양 매커니즘에 대한 설명, 다른 하나는 안셀름의 속죄론에 대
한 지라리안의 비판, 마지막은 누가복음 24장에 대한 해석으로서 예수의 내러티브와
성만찬이 가진 힘에 대한 설명이다. 이 논문은 지라르의 이론을 ‘성서 영성학’ 분야에
적용하여 내러티브와 성만찬을 통한 삶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작금의 한국사회와 교회
가 가지고 겪고 있는 갈등과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라르의 문학 비평 이론을 성서해석에 적용하여 영성학의 지평을 넓
혔을 뿐만 아니라, 지라르의 이론으로 안셀름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속죄론의 단점을
보완하며 구속론을 확장시켰다는데 논문이 지닌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 몇 가지 논평과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논문의 성격과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논평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이 논문이 성서학 논문이 아닌 성서 영성학 논문임을 밝히면서, 그 이
유를 “제자들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논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성학 연구
방법론이 기본적으로 융복합 연구를 지향하고 있어 문학이론과 성서해석을 방법론으
로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작업이지만, 이 논문에서
‘영성’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듯 하다. 이
논문을 통해 성서 영성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본문의 전개를 통해서 ‘이러
한 논문이 성서 영성학 논문이구나’ 하고 느끼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
었다. 그렇다면, 성서해석과 적용에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다는 것
이외에 성서 영성학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영성’의 위치는 어디인가?
둘째로, 융복합적 연구 방법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논평
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비록 안셀름 자신은 하나님을 가해자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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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론을 해석하는 지라리안들이 안셀름을 가리켜 ‘하나님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하는 주장(p. 9)은 마치 일부 여성신학자들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를 가부장적 이데올
로기를 주입한 성차별주의자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비약 또는 시대착오적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중세 신학자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는 통시적 방법과, 중세 신학자들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다
루는 공시적 방법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안셀름의 접근에 대해서 신화적 접근이라
기보다는 당시 봉건제도 안에서 해석한 문화적 접근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
을까? 안셀름의 이론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론이었는가? 아니면, 하나
님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이론이었는가?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역사사건이나 텍스트에
적용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는 시대착오의 오류이다.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과연
지라리안이 바라보는 안셀름의 이해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고 희생양적 죽음으로
이해하면서 “모방폭력”에 빠졌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 혹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설명했던 “세례 요한의 설명”에 따라 구
약의 희생제사적 속죄론으로 연결시켜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의 내러티브와
성만찬의 힘은 “모방욕망과 희생양이론”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을 이해했던 제자들의
시각과 해석 또는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기 보다는 유대-기독교 전통
이 본질적으로 불연속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셋째로, 개혁교회 전통과 관련하여 성만찬에 대한 연구자 개인의 견해가 무엇인
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
학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성만찬 이론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 신
학자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생길 수도 있는 오류에 대한 지적이
기도 하다. 성만찬을 “희생제사”로 정의한 후 그것을 정당화하는 설명, 그리스도의 죽
음과 성만찬을 연결시키키는 정교회 사제의 주장을 비판 없이 가져옴으로써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알렉산더 슈메만의 주장을 인용한 부분, 곧 “성만찬은 희생제
사다. 희생제사는 인간이 행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인간 삶의 정수다. 인간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존재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사랑 안에서 발견하는데, 사
랑은 다른 아닌 희생이기 때문이다”를 그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가톨릭교회과 동방정
교회의 성만찬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로서,
영성사 전공자로서, 교단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공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 개혁 신
학자로서 영성신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속한
전통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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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눅 24장, 지라리안(Girardian), 성서영성: 모방 폭력
의 위기에서 변화를 경험케 하는 내러티브의 힘”에
대한 논찬

김 영 수 박사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 실천신학 / 상담․영성)

본 논문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모방폭력(mimetic desire) 이론으로 누가
복음 24:13-35을 분석한 글이다. 이 논문은 “어떻게 누가복음 24:13-35에 나오는 예수
의 내러티브(눅 24:25-27)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했고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놓게 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예수의 시각이 모방
폭력으로 고정된 제자들의 시야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준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지라르의 다섯
개의 개념을 소개한다. 그 다섯 개의 개념이란 ‘욕망은 모방적이다,’ ‘모방 짝패,’ ‘희생
양 메커니즘,’ ‘신화 만들기,’ ‘성경 내러티브의 탁월성’이다. 이 이론의 기본적인 틀은
인간의 욕망은 모방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혼자 있었다면 특정한 욕망이 없었을 것인
데,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모방 짝
패’는 모방자가 같은 목표 대상을 점유하기 위해 그 라이벌과 경쟁한다는 것이다. 하
지만 차츰 그 목표대상은 잊어버리고 서로 반목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이들은 모방 경
쟁자가 되어 전염이 되고, 그것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된다. 집단이 된 공동체는 그들
의 집단과 다른 자를 골라낸다. 그리고 그 다른 자는 공동체의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
해 다른 자를 희생양으로 만든다. 군중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 희생양을 제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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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그 희생양을 없애면 군중은 적개심이 없어지고 적도 없어진다. 일시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사회가 순화되었다고 느낀다. 이 희생자는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인 동시에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신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사회는 모든 문제의
원인에 관심이 있기보다 희생자를 찾을 뿐이다. 이런 모방폭력을 신성화 한 것이 종교
이다. 종교를 통해 공동체는 희생자를 살해한 행위를 제의화하고, 신화화하고, 금기하
여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한다. 지라르는 어떻게 한 사회가 이런 모방폭력의 토양 속에
서 형성되며, 가해자들의 기득권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지켜나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모방 짝패 혹은 모방 눈덩이로 ‘문화’가 되었는지 설명한다. 이런 작업
을 ‘신화 만들기’라고 한다. 마지막은 ‘성경 내러티브의 탁월성’인데 성경 내러티브는
모방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하나님이 박해자들의
편이 아닌 순전한 희생자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지라리안의 안셀름 비평이다. 예수의 죽음은 인간 사회의 폭력의
메커니즘을 끊는 죽음이었고, 이런 무고한 희생자의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분을 달래
기 위한 희생양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하는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예수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 동력인 폭력을 끊어냈고
세상에 그 비폭력적 승리의 모습, 제 3의 길을 보여주었다. 인간들은 그들의 공동체의
평화를 세우기 위해 희생양으로써 예수를 죽인 것이다. 결국 예수는 인간의 집단적 모
방 폭력 때문에 죽으셨고, 인간의 모방 폭력의 희생자이다. 예수의 죽음 사건은 모방
폭력으로 인한 희생양 기제를 폭로하고 뒤엎는 것이었다.
세 번째 부분은 이 관점에 기초해 누가복음을 분석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저자
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 왜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자발적으로
희생양 기제를 끊기 위해 죽음을 택하셨는지, 둘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의 죽
음을 모방 폭력으로 이해했다가 예수의 내러티브를 듣고 왜 그의 죽음을 재이해하고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모방 폭력의 희생양으로 삶고 그 희
생양을 제거하기 위해 연합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십자가를 지셨다. 예
수는 인간의 모방 폭력을 고발하고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모방 폭력으로 죽었다고 이해했다. 예수는 이 설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만연한
모방 폭력과 그로인한 짝패 문화를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희생양
기제를 폭로하신다.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제 3의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내러티브로
설명’해주셨다. 그는 우리를 원망과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의 자기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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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연구자는 본문에서 논의한 논점을 재정리하고 누가복음의
내러티브가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글을 마친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성서해석과 전혀 다른 모방 폭력이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언제나 죄없는 어린양의 죽음이라
는 단순한 메타포로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관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서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라르의 관점은 너무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경향이 있다. 인간의 본성에 파
괴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파괴적인 측면을 인간의 가장 고유한 본능으로 보기에
는 어딘가 불편함이 있다. 프로이드도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는 데 생명본능과 죽음본
능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인간의 본성을 단일요소로 이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를
지라르의 모방 폭력이라는 측면으로만 보면 어딘가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런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편파적인 해석일 수 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지라르의 분석은 예수를 혁명가로 해석하는 자유신학적인 패
턴을 보는 듯하다. 예수가 혁명가인가? 전통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예수
는 분명히 혁명가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 예수는 혁명가의 단호함과 결기를 보
여줬다기 보다 무수히 고민한 ‘사람’이었다. 예수가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단절하
기 위해 죽으셨나?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이 인간의 폭력성을 끊어내기 위한 것인가?
인간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가? 그게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때
문에 안 되는 것인가? 이 이론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인간의 폭력성이라는 것은 수평
적 관계를 설명해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직적 측면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내기에는 부족하다. 본문의 해석은 지라르 이론에 맞추기 위해 예수의 죽음을 그의 이
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다.
논리적 비약은 예수의 자기 부인이라는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자기 부인이란 자
기의 어떤 속성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가 원망과 복수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는가? 그리고 그의 욕망을 승화시켜 그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단했는가? 이것은 성서에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고 비약시킨 것이다.
이 논문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새롭지만 여전히 질문이 너무
많은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문을 통해서 지라르의 이론을 고찰하게 해
준 연구자에게 감사드리며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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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눅 24장, 지라리안(Girardian), 성서영성: 모방 폭력
의 위기에서 변화를 경험케 하는 내러티브의 힘”에
대한 논찬

김 영 규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설교학)

I. 들어가는 말
이경희 박사의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의 연구가 기독교 영성의 신학적 논의
와 그 방향을 ‘영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성서학과 조직신학, 역사신학과 예배신학 등
여러 학문간 학제적(interdisciplinary dialogue) 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자
는 르네 지라르(Renè Girard)의 모방폭력(mimetic desire)이론에 근거하여 안셀름
(Anselm)의 만족설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어서 누가복음 24:13-35절을 분석하여 예수
의 고난, 죽음,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주는 탁월함을 보여준다. 결국 예수는 그
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시대에 만연해 있었던 모방폭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해 폭력의 뿌리를 전복시켰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석의 눈을 뜨게 되었는데, 논자는 이러한 새
로운 해석학적 관점을 21세기의 독자들에게도 요청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
근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의 진앙지로 교회와 기도원이 지목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
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매우 싸늘해졌다. 매년 집계되는 통계자료를 굳이 확
인하지 않더라도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고, 그 회복
은 기약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

- 137 -

만,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성서 해석의 관점’을 꼽을 수 있겠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서 해석은 문자주의적, 근본주의적, 탈비평적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양산된 설교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치
우쳐 교인들의 내면에 꿈틀대고 있는 탐욕들을 현실화시켜주었고, 합리화시켜주었다.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
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저항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서 가기 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따라 휩쓸려가는 ‘순응 공동체’로 전락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논자는 연구는 오랜 가뭄으로 메말라버린 세상 가운데 뿌리
깊은 갈증을 해갈하는 한 모금의 시원한 생수처럼 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 본
연구는 십자가 사건의 가해자 리스트에 하나님을 집어넣었던 안셀름의 만족설의 한계
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 21세기 여전히 모방폭력과 희생양 메커
니즘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원망과 복수의 방식이 아닌 화
해와 용서이라는 ‘제 3의 길’을 살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데 매우 값진 의의를
갖는다. 필자에게 새로운 영역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허락해 준 이경희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II. 논문의 주요 내용
이 논문에서는 먼저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로, ‘욕망
은 모방적이다’라는 개념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생물학적이거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모방적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둘째로, ‘모방 짝패’에서는 모방 욕망이 모방경쟁과 모방
짝패로 진화하면서 모방전염 또는 모방 눈덩이가 되어 공동체를 집어삼키는 상황을
설명한다. 셋째로, ‘희생양 메커니즘’에서는 사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짝패에 속
하지 않는 희생양을 찾아내 ‘한 사람을 향한 모두의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말
한다. 넷째로, ‘신화 만들기’는 분노와 모방 폭력적 충동이 가득 찬 군중의 폭력을 피
하기 위해 희생자를 찾아 희생양을 신성화시키고 가해자들은 이 신화 뒤로 숨어버린
다는 내용이다. 다섯째로, ‘성경 내러티브의 탁월성’에서는 성경의 내러티브 자체가 모
방폭력의 잔인성과 폭력성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러티브 자체
가 하나님이 박해자들의 편이 아닌 순전한 희생자의 편에 서 있음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지자리안(Girardian)의 안셀름 비평에서는 안셀름의 만족설이라는 교리
가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예수의 죽음을 희생양적 죽음으로 묘사하는 것을 비
판하며, 논자는 예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폭력의 메커니즘을
끊는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발적인 죽음이었음을 보여준다. 결
국 십자가의 폭력의 가해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방폭력을 가하는 ‘인간’임을 분명히
말한다.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폭력성이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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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폭력이다.
논자는 이어서 지라리안의 관점에서 누가복음 24장 13-35절을 해석한다. 엠마오
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조상 때부터 죽어간 ‘선지자’처럼 모방폭력으로 죽어
갔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예수는 희생양으로 고난받으셨다가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만연한 모방폭력을 뒤엎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
수는 모방폭력과 희생양 기제를 끊어내기 위한 ‘순전한 희생자’이고, 그 죽음의 의미를
다 아시는 ‘자발적 희생자’이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의 내러티브를 경험하자,
예수의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변화되어 복수와 폭동의 모방폭
력적 길이 아닌,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걷게 된다.
마지막으로 논자는 모방폭력과 희생양 메커니즘의 상황에 놓여있는 독자들을 제
3의 길로 초대한다. 또한 모방폭력과 희생양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 죽음’의 삶의 방식인 ‘성만찬적인 삶’을 제안한다. 내러티브를 통해 제자들이 변
화되었듯이, 논자는 독자들에게 또 다른 모방폭력으로 가지 말고, 희생양 메커니즘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비폭력적 저항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촉구한다.
III. 토론을 위한 질문
논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논자는
본 논문의 서론의 첫 문장에서, 예수의 내러티브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희생양을 찾지
않고 자기 죽음, 자기 비움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점이 작금의 한국의 배제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좋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는 혐오와 배
제, 탐욕과 공포가 혼재되어있는 가운데 극도의 카오스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사
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
인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둘째, 르네 지라르의 모방폭력 이론에 근거하여 세상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
을 인식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존재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의 허위를
폭로하고, 희생양의 무고함을 밝히면서, 폭력의 악순환과 사탄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는 수많은 대가가 따르기에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외
면해 버리고, 도리어 희생양을 찾는 ‘우리’라는 군중 속으로 숨어버리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회는 비폭
력적 저항의 공동체로서 세상 권세에 대해 맹종하는 죽음의 방식을 드러내며
(unveiling), 대안적인 새로운 창조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envisioning) 실천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논자의 관점에서 세상 권세가 득세하는 가운데 세상 권세의 실
체를 폭로(unveiling)하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envisioning)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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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셋째, 누가복음 22-24장의 내러티브를 분석하면 예수의 해석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해석학적 전유
(appropriation)의 사건으로, 실존적이며 인식적인 재발견이자 깨어남의 사건이고, 새로
운 자기 이해의 사건이며 참된 자아의 발견의 사건이다. 전유의 사건을 경험한 자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안에 주입되어 있는 자기애적 욕망과 사회구조의 모순, 이데
올로기의 영향을 벗어버리고, 변혁적 존재로서의 본래적 자아의 회복을 향한 결단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비평적 물음과 설
명(criticical explanation)이 필요하다. 비평적 물음은 텍스트에 대한 객관화를 전제로
하는데, 텍스트의 객관화란 자신이 알던 텍스트의 세계와 거리를 둠으로써 텍스트의
세계를 낯설게, 그러나 비로소 새롭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많은 해석자(독
자)들은 성서 텍스트와의 정직한 대화를 거부하고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곤 한다. 성
서가 제시하고 내미는 세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
기에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적당히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욕망과 동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타성에 빠진 이 시대의 그
리스도인들에게 논자가 제시하는 성서를 새롭게 바라보는 해석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논자는 모방폭력과 희생양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 죽음’임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몸, 그 몸에 참여하는 ‘성만찬적 삶’이라
고 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성만찬은 그가 어떻게 인간의 모방폭력과 시스템을 전복
시키는지를 보여주신 또 다른 해석이라고 논자는 말한다. 이에 관하여 정교회 예전학
자인 알렉산더 슈메만(Alexander Schmemann)은 이 시대의 폭력성, 증오와 분열과 같
은 위기에 대한 제안으로 성만찬이라는 성례와 그것에서 받는 생명에 관심을 집중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1) 그렇다면 논자가 말하고자 하는 ‘성만찬적 삶’은 무엇인가? 과
연 논자가 말하는 ‘성만찬적 삶’은 폭력과 증오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
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본 논문은 필자를 진지한 학문의 영역으로 인도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의
시간을 할애하게 했다. 무엇보다도 르네 지라르의 모방폭력 이론과 그 이론으로 성경
을 해석한 지라르의 후학들의 방대한 연구들을 간략하고 집약적으로 잘 정리해주셔서
필자로 하여금 배울 수 있도록 해준 이경희 박사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바가 작금의 한국교회의 배제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
의 좋은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다시 한 번 이경희 박사
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1) 알렉산더 슈메만, 김아윤 역, 《하나님 나라의 성찬》, (서울: 새세대,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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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발표
경이의 눈: C. S. 루이스의 재주술화 비전

이 종 태 박사
(한남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세계의 탈주술화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가 현대세계를 일컬어 "탈주술화된"(disenchanted)
세계라고 명명한 이후, 이 용어는 모더니티의 본질을 논하는 여러 담론 분야에서 중요
개념어로 사용되고 있다. 1917년 행한 강연 ‘직업으로서의 과학(학문)’에서 베버는 탈
주술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 안에 무슨 신비하고 예측불가한 힘이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계산을 통해 지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혹은 그
렇게 믿고 있다. 즉, 세계는 탈주술화되었다.1)

다시 말해, 탈주술화란 이제 인간이 세상-세상 만물과 세상 만사-을 인지(人智)로
파악 가능하고 인력(人力)으로 지배 가능한 대상으로 보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현
재 인간이 실제로(de facto)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말
이 아니라, 세상을 '원칙적으로' 그런 파악과 지배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세계‘관’의 변화를 말한다. ‘주술적’ 세계에서는 세계는 인간이 파악하고
1) Max Weber, "Science as a Vocation,"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ed.
Hans Heinric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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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들이 운행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인간 사고와 행위가
점진적으로 더 합리적이 되어온 과정-"합리화 과정"(rationalization)-을 통해 인류는
점진적으로 그런 주술적/마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과정 끝에 이제 현대
의 탈주술화된 세계에서는 태고의 나무 신(神), 별 신(神) 뿐 아니라, 신의 섭리
(Providence)니, 우주의 도(道)니, 로고스(Logos)니, 존재의 목적(telos)이니 하는, 전근
대인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술적, 영적, 초자연적 힘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현대의 세계관에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베버와 또 그를 이어 많은 사상가들은 이러한 “세계의 탈주술화”(die Entzauberung
der Welt)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취한다. 왜냐하면 세계의 탈주술화는 인류에게 지식
과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의미의 위기’(crisis of meaning)를 초래했
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더 이상 '의미'가 내재한 세계, 경이롭고 의미로운 ‘코스모
스’(cosmos)에 살지 않는다. 전근대인에게 우주는 '텔로스'나 '도'나 '로고스'나 '섭리'
등의 우주적(cosmic) 의미들로 가득한 집(宇/宙)이었으나, 이제 현대인에게 우주는 그
런 의미들과 전혀 무관한, 그저 텅 비어 있는 거대한 빈 공간(Space)일 뿐이다. 우주
는 그저 과학적 인과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메커니즘일 뿐이다. 이 세계에 모종
의 의미가 내재해 있다고 여긴 전근대적 세계관은 현대인에게 ‘종교적’ 세계관일 뿐이
며, 현대과학의 세례를 받은 그에게, ‘과학적’이지 않은 모든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마
법적/주술적’ 세계관일 뿐이다.
베버보다 대략 한 세대 이후 인물이었던 C. S. 루이스(1898-1963)는 저술에서 막
스 베버의 “탈주술화” 이론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탈주술화” 주제는 그
의 작품 도처에서 발견되며, 적잖은 루이스 연구자들이 루이스를 탈주술화된 현대세계
에서 “재주술화”(the re-enchantment of the world)를 모색한 작가로서 평가한다.2)
하지만, 루이스의 재주술화 비전을 베버의 “탈주술화” 테제를 둘러싼 심층적, 다
층적 학문담론과 긴밀히 대화시키는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종종 논의(혹은
문제시!)되는 루이스의 '플라토니즘'을 그의 재주술화 비전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도
역시 찾기 어렵다. 본 에세이는 루이스는 성육신 신학과 플라톤적 실재관에 기반한 성
사적(sacramental) 세계관을 통해 탈주술화로서의 모더니티를 극복하려 했음과 『나니
아 연대기』는 그의 그러한 재주술화 비전의 문학적 체현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주술, 종교, 과학
2) 루이스의 작품세계는 “상당부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세계의 탈주술화’에 대한 응답
내지 응수라고 볼 수 있다.” Alan Jacobs, The Narnian: The Life and Imagination of C. S.
Lewis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2005),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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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술화”의 원어, 독일어 ‘Entzauberung’은 문자적으로 ‘탈(脫)마법(화)’를 뜻하
는데('Zauber'는 영어로 'magic'이다), 베버는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세계로부터 점진
적으로 마법/주술이 제거되어온 과정으로 이해했다. 세계는 원래 "마법/주술에 걸린
"(enchanted) 세계였다. 산에 산신령이 살고 나무에 나무신(木神)이 깃들어 있다고 믿
었던 시대였다. 그 주술이 풀리기 시작한 건 차축(Axial) 시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유일신 종교였다.3) 주전 8세기 중후반부터 팔레스타인 땅에 혜성처럼 등장한 히
브리 ‘예언자’들은 ‘창조’ 사상을 선포했다. 그들에 따르면, 참 신은 오직 한 분이며, 그
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이 세상은 조물주가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다. 다시 말
해, 산신령은 없다. 나무신도 없다. 신(gods)은 없다. 오직 하나님(God) 한 분만이 계
실 뿐, 산과 나무, 해와 달, 용과 리워야단은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
베버가 말한 탈주술화, 다시 말해 인간이 세상-세상 만물과 세상 만사-을 인지
(人智)로 파악 가능하고 인력(人力)으로 지배 가능한 대상으로 보게 된 것은, 결정적으
로는 근현대 자연과학의 비약적 발전 덕분이다. 하지만, 베버에 따르면 ‘탈주술화’의
원천은 멀리 유대 유일신 신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자연
영역에서 신들을 쫓아낸 덕분에 이제 세상은 인간 지식과 지배-“정복하라!”-의 대상
이 되었고, 베버가 “합리화 과정”(Rationalisierung)이라고 부른, 인간 사고와 행위가
점진적으로 더 합리적이 되어가는 역사적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을 다시 말해보면 이렇다. 창조주(創造主)의 등장과 더불어 세상 만물이
피조물(被造物)이 된 것인데, 주(主)의 등장과 더불어 이제 물(物)이 등장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 만물이 주(主)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주체(主體
/subject)가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장악할 수 있는 대상물(對象物, object)이 된 것이
다. 신들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만물은 인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렇지 않겠는가?
물(物) 따위가 어찌 인간의 상대가 되겠는가. 다만 대상이 될 뿐이다. 지식과 지배의
대상, 연구와 이용의 대상, 관찰과 실험의 대상, 말이다.
그런데 '주술'과 '종교'의 분리와 더불어 촉발된 이 '합리화 과정'은 2천여 년에
걸친 역사적 흐름 끝에 모더니티에 이르러서는 결국 역사 무대에서의 하나님의 활동
3) 김덕영은 베버의 탈주술화 테제를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베버는 세계의 탈주술화 과정을
크게 두 범주, 즉 종교적 탈주술화 과정과 과학적 탈주술화 과정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종교
의 탈주술화는 고대 유대교의 소명 예언과 더불어 시작되어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칼뱅주의의 예정론에 이르러 완결되었다. 그리고 과학의 탈주술화 과정은
헬레니즘에서 시작되어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과학에서 완성되었다. 과학에 의한 세계의 탈
주술화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이 점차 지성화되는 것을 뜻한다. 장기간에 걸친 탈주술화
과정의 결과 종교는 과학에 의해 비합리적인 것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과학이 합리적인 것의
영역을 독점하게 되었다. 과학에 의해 종교가 탈주술화된 것이다.” 김덕영, 『막스 베버: 통
합과학적 인식의 페러다임을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길, 2012), 74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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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부정되는 완전한 탈주술화를 낳게 되었다. 알고 보니, 합리적/과학적으로 따져보
니, “역사(役事)하시는 하나님”이란 없다는 것이다. 자연 ‘현상’이 있고, 역사적 ‘과정’이
있을 뿐이지, 이 세계에 인간이 파악하고 지배할 수 없는 “무슨 신비하고 예측불가한
힘”(mysterious incalculable forces)이 운행하고 있다는 건, 그저 전근대적 '종교적' 신
념일 뿐이라는 것이다. 베버에 따르면, 자연 무대에서 신들을 쫓아낸 바로 그 논리
(Rationalisierung)가 모더니티에 이르러서는 이제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것
이다. '종교'가 '마법'에게서 세계관 지위를 박탈했듯이, 이제 '과학'이 '종교'에게서
세계관 지위를 찬탈한 것이다.
베버는 ‘현대인’은 ‘지적 자살’ 없이는 종교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갖더라도 이
제 종교는 ‘신비주의’ 형태로 ‘사적’으로 영위되는 무엇-내면적 ‘영성’-일 뿐, 세상 이치
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런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4)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
장”에 대해 말하고 가르칠 수 있으나, 철두철미 과학적 인과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바
깥 세상, 현실 세계, 자연과 역사에 대해서는 종교는 이제 더 이상 여하한 가르침도
제시할 수 없다.
“으뜸 되는 가르침”이었던 종교(宗敎)는 이제 ‘테라피’(theraphy)로 축소된다. 교회
는 더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 3:15)가 아니라 고작 ‘힐링 캠프’다. ‘세계관 학교’로
정식 인가 받지 못한다. 탈주술화된 현대세계에서는 ‘과학적’ 세계관이 아닌 모든 ‘종
교적’ 세계관은 ‘주술적/마법적’ 세계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종교는 주술이다.”5)

III. 재주술화: 베버 vs. 루이스
앞서 말했듯이, 베버와 많은 사상가들은 이러한 세계의 탈주술화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취한다. 왜냐하면 탈주술화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두었지만 동시에
‘무의미'(meaninglessness) 문제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탈주술화된 현대세계에서 이
제 인간은 의미가 붙박이 되어 있는 ‘코스모스’(cosmos)를 집삼아 안주하는 존재가 아
니라, 의미와 무관한 거대한 텅 빈 공간(outer space) 속을 부유하는 존재다. 베버는 "
이 무의미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미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천착했고, 그와 또 많은 (실존주의) 사상가들이 내놓은 답(자구책!)은 인간은 '주체적
으로' 의미를 만들어낼(construct)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이 세계는 무의미한 공
4) “우리의 시대의 운명은 바로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가치들이 공공의 장에서 물러나 신비
적 삶이라는 초월적 영역으로나, 개인 간의 직접적 인간관계의 형제애 속으로 퇴장했다는
데에 있다” Max Weber, "Science as a Vocation," 155.
5) 참고. 대니얼 데닛 『주문을 깨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종교라는 주문에 사로잡혔는가』 (서
울: 동녘사이언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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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이 세계에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다.6) 주체적 선택을 통해 인간은 이 세계를 의미있게 만든다. 즉, 베버는 허무주의
로 경도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 '주체'(subjectivity)를 재주술화시킴으로써 현대
의 "의미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려 했다. 베버에게 (영웅적) 인간은 자신의 주체성의
강화를 통해 이 세계의 무의미를 돌파하는 존재다.
하지만, 루이스는 '인간은 의미있는 세계 안에서만 비로소 의미있게 살 수 있다'
고 보았던 사상가라 할 수 있다. “텅 빈 우주”(The Empty Universe)라는 제하의 글에
서 C. S. 루이스는 “철학이 시작된 이래 일정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인간) 사유의 운
동(a movement of thought)”이 있는데, 그 운동이 “모든 나무는 님프였고 모든 행성
은 신(神)이었던”(every tree is a nymph and every planet a god) 세상, “풍부하고 생
동했던 우주”(rich and genial universe)를

“텅 빈 우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다.7)
루이스가 말하는 "텅 빈 우주"는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서 유스타스가 "우리
세계"라고 부르는 그 세계다. 영국 학교에서 전형적인 현대 교육을 받은 그 소년은 나
니아 나라에서 별 신(神) 라만두를 만나고서는 신기해마지 않으며 말한다.
“우리 세계에서는 별은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이거든요!(In our
world," said Eustace, "a star is a huge ball of flaming gas!)”

그 아이에게 라만두가 한 대답은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 루이스가 현대세계에
던지고자 했던 일성(一聲)이었다.
“얘야, 사실 너희 세계에서도 별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가 곧 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란다(Even in your world, my son, that
is not what a star is, but only what it is made of)”(『새벽 출정호의 항해』 14장)
6) 김덕영에 따르면 베버의 인간학에서 인간(“문화인간”(Kulturmensch))은 “이 세상에서 그리
고 이 세상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입지를 설정하고, 자신의 삶과 행위를 주관적으로 결정하
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능력과 의지를 소유한” 존재이다. 또한 김덕영은 베버의 가치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개인의 행위는 초월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치에 준거하
며 이를 지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개인이 주관적으로 어느 가치
가 자신의 삶과 행위에서 중요하다고 표상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렇
게 보면 베버는 주관주의적 가치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김덕영, 『막스
베버: 통합과학적 인식의 페러다임을 찾아서』, 718.
7) ‘텅 빈 우주’(The Empty Universe)는 루이스가 1952년 영국에서 출간된 더글라스 하딩스(D.
E. Hardings)의 『하늘과 땅의 위계: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도해』
(The Hierarchy of Heaven and Earth: A New Diagram of Man in the Universe)를 위해
쓴 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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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우주"란 별은 그저 "가스 덩어리"일 뿐인 세계, 나무는 그저 "물체"일 뿐
인 세계다. 하지만 루이스가 창조한 나니아는 다른 세계다. 그 나라는 “모든 나무는
님프이고 모든 행성은 신(神)”인 세상이다. “풍부하고 생동하는 우주”다. 그렇다면, 루
이스는 우리가 다시 그런 태고의 신들로 가득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물론 아니다. 우리는 그런 신화 시대, 마법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또 돌아가서도 안 된다. 하지만, 루이스는 별이 그저 "가스 덩어리"에 불과한
세계는 "텅 빈 세계", 다시 말해 의미로움과 경이로움을 잃은 세계이며, 그런 세계에
서는 인간은 의미와 경이를 잃은 삶, 다시 말해 텅 빈 삶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보았
다.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세계를 충만한 곳으로 (알아)보는 눈이 필요
하다. 루이스는 인간은 이 세계를 의미로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곳으로 (알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충만한 의미와 경이를 느끼며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미있는 삶이란 다름 아니라 이 세계의 의미에 제대로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루이스는 인간은 이 세상을 wonder로 가득한 wonder-ful한 곳으로,
meaning으로 가득한 meaning-ful한 곳으로 알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충만
(flourishing)을 누리게 된다고 보았다.

IV. 경이의 눈
'Wonderful'와 'meaningful' 같은 단어들이 바깥 세계를 서술하는 형용사이지 인
간의 주관적 감정을 서술하는 형용사가 아닌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하지만 루이스
가 『인간 폐지』 서두에서 언급하는 어떤 (현대) 초등학교 교과서는, 가령 어떤 폭포
를 두고 '장엄하다'(sublime)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주관적 느낌을 표현
하는 말일 뿐, 그 폭포에 관한 어떤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는 말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어떤 폭포를 두고, 그것을 '장엄하다'고 하든, 아니면 그저 '볼 만하다'(pretty)
고 하든,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주관적)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루이스의 생각은 다르다. '장엄한' 폭포의 그 '장엄함'은 그 폭포에 '내재
하는'(inherent) 의미다. 그 장엄한 폭포를 장엄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폭포에 내재하
는 그 의미-'장엄함'-를 제대로 알아본 것이며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지
만 그렇지 않고, 장엄한 폭포를 보면서 그저 '볼 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그 의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루이스에 따르면, 그 초등학교 교과서 저자들의 철학적 입장은 "사실의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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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문제와 전혀 상관없고, 느낌의 세계는 진리나 거짓, 정의나 불의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그 두 세계는 서로 맞서 있을 뿐 둘 사이에 어떠한 '교섭
'(reprochement)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인데,8) 루이스는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
러한 사실(fact)/가치(value), 의식(consciousness)/실재(reality), 정신(mind)/물질(matter),
주체(subject)/객체(object) 이원론은 근본적으로 탈주술화의 산물이라고 통찰한다. 영
문학자로서의 루이스의 magnum opus(대작)이라 할 수 있는 『English Literature in
the Sixteenth Century, Excluding Drama』에는 "신(新) 지식과 신 무지"(New
Learning and New Iganorance)라는 제목의 긴(65페이지!) 머리말이 달려있는데, 거기
서 루이스는 어떻게 근대의 새로운 과학이론("신 천문학"(the new astronomy))이 "풍
부하고 생동했던" 우주의 상실, 즉 탈주술화를 가져왔고, 그러한 탈주술화가 현대의
주체/객체, 정신/물질 이원론을 낳게 되었는지를 말한다.
(그 과학적 방법론은) 자연을 수학적 요소들로 환원시켰고, 생동적(genial), 물활(론)
적(animistic) 우주관을 기계(론)적 우주관으로 대체해버렸다. 세계는 내주하는 영들
을 빼앗겼고, 그 다음에는 오컬트적 교감력과 반감력을, 마침내는 색과 향과 맛까지
빼앗기고 말았다. (일례로, 케플러는 활동 초기만 해도 행성의 움직임을 'animase
motrices'(움직이는 영들)을 들어 설명했는데, 말년에는 기계론적인 설명을 내놓았
다.) 이러한 변화가 낳은 것은, 유물론(materialism)이기보다는 이원론(dualism)이었
다. 이 (과학적) 방법론의 중추인 정신적 구축(ideal constructions) 행위의 주체인 정
신(mind)은 점점 더 자신의 대상(object)과 대립되고 이질적인 것이 되어갔다.9)

계속해서 루이스는 말한다. 인간이 세상 모든 것을 '객체/대상'(object)으로 볼 줄
알게 된 것은 마치 인간이 "미다스"(Midas)의 손을 갖게 된 것과 같아서, 인간은 그
손을 통해 "부자"가 되었지만(즉, 지식과 힘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는 인간이
그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생명 없는 "물체"(objects)이 되어 버리고 마는 비극을 말
하는 것이기도 하다. 루이스는 그가 "주관주의"(subjectivism)이라는 부른 현대사조에
대한 맹렬한 공격자였는데, "주관주의"란 한 마디로, 의미나 가치 문제는 객관성이나
합리성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그저 주관에 속하는 문제로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10) 그
8) C. S. 루이스, 『인간폐지』 (서울: 홍성사, 2006), 30.
9) C. S. Lewis, English Literature in the Sixteenth Century, Excluding Drama (Oxford:
Clarendon Press, 1954), 3-4.
10) 루이스는 "주관주의"에 대한 맹렬한 공격자였다. '주관주의의 독'에서 루이스는 말한다. "현
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일류 사상가들 중 누구도 가치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합리적 판단이
라거나 자신이 발견한 것이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현대의 관점은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치 판단은 아예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판단이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환경과 전통의 압력으로 형성되는 정서나 콤플렉스나 태도로, 공동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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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루이스는 단순히 '윤리적' 주관주의를 문제삼고, 그 대신 (단순한) 윤리적 '객관
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엄한' 폭포에 내
재하는 것이라고 루이스가 주장하는 그 ''장엄/숭고'(the sublime)는 윤리적 가치가 아
니라 미적 가치이며, 루이스가 문제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세계과 주관적 가치의 세
계를 서로 전연 무관한 두 세계로 상정하는 현대의 이원론 자체이다. 루이스는 모더니
티의 인식론적 도그마인 이러한 이원론과 거기 기대어 있는 "주관주의"를 그대로 방
치할 경우, 이는 단순한 '윤리적 타락'을 넘어서 아예 "인간 폐지"를 가져오고 말 것
이라고 경고한다. 즉, 지금껏 우리가 알아온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위
에서 언급된 글 '텅빈 우주'에서 루이스는, 모든 것을 객체화/대상화시키는 인간의 그
마법의 손은 결국 '인간' 자신도 물체화시키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즉, 알고보니, 과
학적으로 따져보니,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도,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말 못지 않게, 과학적 사실은 아닌, 사실상 신화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 종교적 관념이
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루이스는 별이 그저 "가스 덩어리"에 불과한 세계에서는 인간도 결국
'단백질 덩어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폐지"될 위기에 처한 "인
간"을 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별을 그저 "가스 덩어리" 이상의 무엇
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다. 즉, 탈주술화를 넘어서는 '재주술화'(the re-enchantment
of the world)가 필요하다.
루이스의 생각은 캐나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1931-)의 생각과 깊
이 공명하는데, 테일러는 우리는 세계 안에 의미가 (인간의 '반응'과 무관하게 아예)
붙박이로 들어가 있다고 보았던 이전 시대 세계관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미나 가치에 대한 인간 경험을 인간이 의미나 가치와 무관한 이 우주를 향
해 행하는 주관적 투사(projections)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투사주의'(projectivism)도
극복해야하며, 그러한 극복이 그가 말하는 '재주술화'의 요지라고 말한다.11) 즉, 우리
는 세계를 "의미의 소재지"(a locus of meaning)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탈주술화에 따
르는 "주체로의 전회"(turn to the subject)로 인해 현대인은 인간의 정신(mind)이나
의식(consciousness)만이 우주 안의 유일한 '의미의 소재지'로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 표현일 뿐이
며, 그러한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느끼도록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졌다는 것이죠." 루이스는
이 "질병을 물리치지 않는다며 인간은 분명 멸종할 것이며...우리의 영혼도 파멸할" 것이라고
말한다. C. S. 루이스, 양혜원 옮김, ‘주관주의의 독’ 『기독교적 숙고』 (서울, 홍성사: 2013),
133-134.
11) Charles Taylor, "Recovering Sacred," Inquir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hilosophy
54, no. 2 (2011); Charles Taylor, "Disenchantment--Reenchantment," in The Joy of
Secularism: 11 Essays for How We Live Now, ed. George Levin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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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는 인간의 가치/의미 경험은 그가 "strong evaluation"이라고 부르는 바를 내포
하는 체험이라고 역설한다.12) 즉, 우리의 경이감(sense of wonder)은 단순히 우리의
주관적 감정체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로 wonder로 가득한
(wonder-full) 곳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알아보는 것이 '옳은' 반응이라는
'판단'이 내포된 경험이라는 것이다.

V. 나니아, the wonder-ful world
이 세상을 wonder-ful한 곳으로 알아보는 체험을 테일러는 "fullness"라고 명명한
다.13)

테일러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fullness"를 향한 선천적 갈망(innate longing)

이 있다고 말하며, 탈주술화되었다는 이 "세속 시대"에 어떻게, 또 과연 이 "fullness"
가 가능한지 하는 물음을 자신의 그의 철학적/영적 탐구의 주요 화두로 삼는다. 중요
한 것은, 테일러가 말하는 이 "fullness"는 단순히 어떤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
인 것으로 이해되는 주관적 체험14), 즉, 이 세상을 의미롭고 경이로운 곳으로 '알아보
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fullness"는 우리가 이 세상의
(meaning-/wonder-)"fullness"에 '참여'하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
루이스가 상상력으로 창조한 나라, 나니아는 우리 안에 그런 fullness를 향한 동
경을 일으키는 나라다. 왜냐하면 "신들로 가득한" 나라, 나니아는 의미와 경이로 가득
한 세계, "풍부하고 생동하는" 우주이기 때문이다. 『나니아 연대기』는 '페어리 테일
'(fairy tale)이다. J. R. R. 톨킨(Tolkien)에 따르면, 'fairy tale' 은 본디 "요정(fairies)
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Faire"나 "Faerie"는 본래 어떤 장소(place), 즉 "요정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즉, 페어리 테일은 바로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15) 우리 안에 경이감과 신비감을 일으키는 마법적, 신화
12) 참고. Michael Meijer, Charles Taylor's Doctrine of Strong Evaluation: Ethics and
Ontology in a Scientific Age (New York: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2017)
13)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5.
14) Fullness is “a subjective experience in which the fullness or satisfying intensity is
understood to be objective—the way the world is, or at least can sometimes be—not
merely a result of subjective attitude.” Michael Warner, Jonathan VanAntwerpen, and
Craig Calhoun, "Editor's Introduction," in Varieties of Secularism in a Secular Age, ed.
Michael Warner, Jonathan VanAntwerpen, and Craig Calhou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11.
15) J. R. R. Tolkien, "On Fairy-Stories," in Tolkien on Fairy-Stories: Expanded Edition,
with Commentary and Notes, ed. Verlyn Flieger and Douglas A. Anderson (London:
HarperCollinsPublishers, 200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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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나니아는 "모든 나무는 님프이고, 모든 행성은 신인"
나라, "주술에 걸린" 세계다. 앞서 말했듯이, 루이스가 우리가 고대의 "주술에 걸린"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아니다. 루이스는 그가 "가장 말하고 싶은 바를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장르"16)로서 페어리 테일을 택한 것이며, 그 선택의 이유는 페
어리 테일이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 비전과, 그리고 페어리 테일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갈망 때문이었다. '천국소망‘에 대한 유명한 설교, '영광의 무게'
에서 루이스는 “미학 서적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시인들과 신화는 다 잘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한다.
물론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도 대단한 혜택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
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
과 연합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잠기고,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과 물을 신과 여신과 님프와 요정들이 사
는 곳으로 상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한 존재
들이 (자연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힘을 만끽할 수 있게 하
는 것입니다. 시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
니다.17)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그가 보게 되는 그 아름다움과 하나되는-내가 그 아름다운 안에, 내 안에 그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것, 다시 말해, 그 아름다움에 몸소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Faire"의 "신과 여신과 님프와 요정들"은 그렇게 자연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비치는
창조자의 영광-"아름다움과 우아함과 힘"(beauty, grace, and power)-에 참여하고 있
는 존재들이다. 나니아는 창조자의 영광-"아름다움과 우아함과 힘"-이 모든 창조물에
게 비치고, 또 모든 창조물을 통해 비춰나오는 세계다. 『나니아 연대기』는 세계를
그렇게 자연이 창조자의 영광이 비치는 이미지인 장소로 보는 루이스의 형이상학적
비전의 문학적 체현("사랑스러운 거짓말")인 것이다.

VI. 성사적 세계관
16) “I wrote fairy tales because the Fairy Tale seemed the ideal Form for the stuff I had to
say.” C. S. Lewis, "Sometimes Fairy Stories May Say Best What's to Be Said," in On
Stories and Other Essays on Literature, ed. Walter Hooper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2), 47.
17) C. S. 루이스, 홍종락 옮김, 『영광의 무게』 (서울, 홍성사: 201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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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창조자의 영광이 모든 창조물에게 비치고, 또 모든 창조물을 통해 비춰나
오는 곳으로 보는 형이상학적 비전은 다른 말로 "성사적"(sacramental) 비전이다. 루이
스는 기독교 전통의 성사적 비전을 현대인들에게(도) 세상을 "의미의 소재지"로 보게
해주는 눈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루이스는 기독교의 성사적 세계관
을 세계의 재주술화를 위한 이론적, 영적 리소스로서 제시한다.
'성사적 세계관'이란 세상 만물과 만사를, 성사(sacraments)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실재(res)를 가리켜주는 표징(signum)들이라고 보는 세계관을 말한다.18) 이 비전에 따
르면, 땅의 실재들은 하늘의 실재들을 가리켜주고(point to), 더 나아가 거기에 참여하
는(participate in) 표징들이다. "효능있는 표징들"(efficacious signs), 다시 말해, 자신
이 가리키는 바를 실제로 가져와주는 표징들이다.
성사적 세계관에서는 이 세계는 "의미의 소재지"가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만물과 만사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주는 sign들로서 sign-ificant(의미심장한)
것들이 되기 때문이다. 탈근대 신학에서 성사적 비전의 복권을 기도(企圖)하는 철학적
신학자 존 밀뱅크(John Milbank)에 따르면, 성사적 세계관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이
미 자기 이상의 존재(everything...is already as itself more than itself)”이다.19) 즉, 성
사적 우주에서는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별은 그냥 별이 아니다. 나무는 나무 이
상의 무엇이며, 별은 별 이상의 무엇이다.
그런데 근대이전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세계관을 배웠던 것일까? 바로 ‘세계관
학교’였던 교회에서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 수업시간인 세례와 성찬례를 통해서였다.
그 거룩한 성사에서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요, 빵은 그냥 빵이 아니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다 그것 이상의 존재들이다. 하늘의 실재를 가리
켜주는,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표징들(sacrum signum)이다.
세상 만물과 만사가, 성사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실재(res)를 가리켜주는 표징
(signum)들이라고 가르쳤던 교부들(the Church Fathers)은 다들 학교에서 플라톤 철
학을 배운 이들이었다. 플라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이하(形而下)의 세계는 형이
상(形而上)의 세계, 그 영원한 진짜 세계의 사본(copy)이요 그림자(shadow)라고 말했
다. 교부들은 그런 플라톤 철학을, ‘참 철학’(the True Philosophy)인 기독교로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paidagogos)으로 여겼다. 삼위일체 도그마 등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놓은 교부들은 '로고스 기독론'을 통해 플라톤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세계관 안으로
18) Hans Boersma, "Analogy of Truth: The Sacramental Epistemology of Nouvelle Théologie.,"
in Ressourcement: A Movement for Renewal in Twentieth-Century Catholic Theology,
ed. Gabriel Flynn and Paul D. Murra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60.
19) John Milbank, Being Reconciled: Ontololgy and Pardon (London: Routledge, 200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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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했는데, 그 방식은 간단히 말해보면 다음과 같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땅에 참되
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건, 저 하늘에 ‘진’ ‘선’ ‘미’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런데 기독교는 더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하늘의 그 진선미는 다름 아니
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the Logos)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다. 진선미의 원천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인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좋은'(good) 것들을 있게 만
들었고, 지금도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이 세상을 다른/새
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이 세상 만물과 만사-‘육신’-에서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된다. 세례의 물이 그냥 물인 것이 아니고, 또 성찬례의 떡과 포도주가 그냥
떡과 포도주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듯이, 세상 만물과
만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verbum visibile)인 것이다.
주지하듯, 루이스는 지난 세기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다. 하지만, 작가/사상가로
서 루이스의 의의는 그는 현대에 보기 드문 ‘플라톤(철학)적 기독교’의 옹호자였다는
데 있다.20) “플라톤[철학]에 다 있는 건데! 플라톤[철학]에 다 있는 건데!(It's all in
Plato, all in Plato!) 대체 요즘 학교에선 뭘 가르치는 건지!” 《마지막 전투》 15장에
나오는, 루이스의 아바타라고 할 만한 디고리 교수의 일성(一聲)이다. 그러나 사실, 디
고리[루이스] 교수가 굳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플라톤’을 입에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장면은 더 이상 노골적일 수 없을 만큼 플라톤적이다.
디고리 경이 말했다, “…들어보렴. …그건 진짜 나니아가 아니란다. 그 나니아는 시
작과 끝이 있었지. 그것은, 언제나 여기 이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진짜
나니아의 그림자나 사본에 불과해. 우리 세계인 영국과 다른 모든 나라가 아슬란이
계시는 진짜 세계의 그림자(shadow)나 사본(copy)인 것과 마찬가지이지. 루시, 나니
아 일로 슬퍼하지 말아라. 옛 나니아에 있던 모든 귀중한 것들과 소중한 짐승들은
다 그 문을 통해 진짜 나니아로 들어왔으니까. 물론 다르기야 하지. 실물이 그림자와
다르고, 생시가 꿈과 다르듯이 말이다.”

플라토니즘을 떠나 루이스 신학과 영성을 논할 수 없다. 물론, 루이스의 플라토니
즘은 어거스틴의 플라토니즘과 같은, '기독교' 플라토니즘, 기독교화된(Christianized)
플라토니즘이다. 루이스는 플라톤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중요한 것은,
루이스의 플라토니즘은 그의 성사적 세계관을 위한 도구로, 그의 재주술화 비전의 요
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21)
20) Mary Carman Rose, "The Christian Platonism of C. S. Lewis, J. R. R. Tolkien, and
Charles Williams," in Neoplatonism and Christian Thought, ed. Dominic J. O'Meara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2), 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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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나가는 말: 말씀 세상
“플라톤[철학]에 다 있는 건데! 플라톤[철학]에 다 있는 건데!” 라고 말한 다음 디
고리 교수는 "대체 요즘 학교에선 뭘 가르치는 건지!”(《마지막 전투》 15장) 라고 말
하는데, 이는 《나니아 연대기》 서두에도 등장해 인끌루시오(inclusio)를 이루는 주제다.
피터가 말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선 정말로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
요? 어디에나, 바로 여기에도요” “암, 그렇고 말고.” 교수는 안경을 벗어서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요즘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군.” (《사자와
마녀와 옷장》 5장)

모더니티의 사상적 기원을 1300년 무렵 파리대학(의 둔스 스코투스)에서 시작된
신학/철학 강의내용의 변화에서 찾는 학자들이 있다.22) 그들에 따르면, 세계의 탈주술
화의 결정적 근원은, 과학혁명 이전에 후기 중세에 일어난 “성사적/플라톤적 세계관”
의 붕괴에 있다.
중세의 황혼기, ‘진’ ‘선’ ‘미’라는 것들은 그저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철학
(nominalism)이 일어났다. 그러자 진선미가 거하는 곳이며, ‘땅’보다 더 분명한 실재였
던 ‘하늘’이 희미해져갔다. 이 땅의 모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하늘의 진선
미에 “참여”함으로 그렇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 이
땅의 모든 존재자들(beings)은 존재(Being) 자체이신 분-하나님-에 “참여”함으로서 그
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 혹은 비전 역시 희미해져갔다. 이제 사람들은 하
나님을 모든 ‘좋은’ 것이 흘러나오는 원천(The Good), 모든 존재자들(beings)의 존재근
거(Being)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자들 가운데 가장 능력이 큰 존재, '절대
능력자'로 상정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주는 그 절대군주와도 같은 하나님께서 그
‘절대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대하고 정교한 시계/기계 같은 무엇으로 생각/상상되
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점점 "하나님이라는 가정 없이도" 세상이라는 기계
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척척 설명해나가자, 이제 하나님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
었다. 왜냐하면 “참여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articipation)이 상실된 마당에서는
21) 지면 제약으로 루이스의 성사적 세계관에 대한 상술을 담지 못했다. 루이스가 자신의 형이
상학적 '세계관'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장 명시적으로 밝힌 글은 그의 신학생들 앞에서 행한
설교문이기도 한 ‘변환’(Transpositions)이다. 이 설교문은 『영광의 무게』 (서울: 홍성사,
2008)에 실려있다.
22) 참고. Michael Allen Gillespie, The Theological Origins of Moder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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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세계는 동일한 존재영역(univocity of being)을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상
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니아 연대기』에 담긴 루이스의 플라톤적, 성사적 창조 신학에 따르
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 『마법사의 조카』 8장은 나나아
가 창조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견딜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목소리였다....그
소리와 더불어 갑자기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다....별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였다. 그 첫 번째 소리가, 그 깊은 목소리가 그 별들을 나타나게 하고 노래
부르게 만든 것이었다.

이 창조는 흔한 (이신론적) ‘창조론’과 다르다. 아슬란은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 듯
나니아를 만들지 않았다. 아슬란은 ‘노래’를 불렀다. 말하자면,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
나니아의 모든 것은 그 노래 안에서, 그 노래를 통해, 그 노래를 위해 창조되었다. 루
이스는 그 사자가 어떻게 “그 비어 있는 세계를 이러 저리 거닐면서 새 노래를” 불러
나니아를 창조했는지를 말하는데, 아슬란의 창조를 지켜보던 폴리는 차츰 “지금 일어
나고 있는 일”들, 즉 창조되는 창조물들과 “[아슬란의] 노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
는 걸” 알아보게 된다.
100미터쯤 떨어진 산등성이에서 거뭇거뭇한 전나무들이 줄지어 솟아나자, 폴리는 사
자가 1초 전에 부른 굵직하고 늘어진 가락과 그 나무들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느꼈
다. 그래서 사자가 다소 경쾌한 가락을 잇달아 내자, 사방에서 앵초들이 불쑥불쑥 생
겨나는 광경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폴리는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며 이 모든
일이 (폴리의 말대로) ‘사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뚜렷이 느꼈다. 사자의 노
래를 귀담아들으면 사자가 창조해 내는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주위를 둘러보면 창조
물들을 볼 수 있었다. 너무나 벅찬 광경이라서 폴리는 두려워할 틈도 없었다. (『마
법사의 조카』 9장)

즉, 말하자면, 나니아의 각 만물 안에는 아슬란이 그를 지을 때 불렀던 고유한 노
래소절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다. 창조에 대한 이런 이미지는, 동방정교회 중요 신학
자 고백자 막시무스(St. Maximus the Confessor: c. 580-662)의 플라톤(철학)적 창조
신학과 대단히 깊이 공명한다. 그에 따르면, ‘로고스(Logos,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창
조물 각각 안에는 ‘로고이’(logoi, 말)가 담겨 있다. ‘로고이’란 각 창조물을 향한 하나
님의 아이디어, 혹은 계획으로서, 로고스, 즉 하나님의 생각(in God's mind) 속에 영원
가운데 이미 있던 것들이며, 창조는 그것들이 시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모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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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각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인드(“아슬란의 머릿속”) 안에 있는 아이디어/이데아
(idea), 혹은 형상(form)의 표현들이다. 그렇게, 각 창조물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23) 시계의 존재는 시계제작자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시계와 시계제작자는 서로 별개의 존재(자)들이다. 하지만 막시무스의, 나니아의 창조
신학에서는 창조자와 창조물은 단순히 서로 별개의 존재(자)들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
들은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에 내재하는 것인, 그들 각각의 ‘로고이’
를 통해 창조주 안에 ‘참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막시무스/나니아의 창조신학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로고스)으로 창조되었기에 말(logoi)을 품은 존재들, 말을
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노래로 나니아를 지어낸 아슬란은 자신이 창조한 나라에 복(Original Blessing)을
선포했다.
“나니아여, 나니아여, 나니아여,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걸어다니는
나무들이 되어라. 말하는 동물들이 되어라. 성스러운 물이 되어라.”(『마법사의 조
카』 9장)

어느 인간이 감히 “걸어다니는 나무, 말하는 동물, 성스러운 물”을 그저 대상/물
건(object) 취급할 수 있으랴! 만물은 대상이 아니라 상대다. 함께 어우러져 이 우주의
‘코스모스’-아름다움/조화/질서-를 드러낼 상대다. 춤 상대다. 루이스의 상상문학과 신
학에서 ‘춤’은 ‘충만’(fullness)을 가리키는 중요한 메타포로 사용된다. 루이스에게 하나
님은 절대군주 같은 신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춤’인 신이다.24)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한 이 우주(cosmos)는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춤에 참여하는 “거대한
춤”(the great dance)이다.25) 재주술화된 세계, 나니아에서 무시로, 또 정례로 벌어지
는 모든 춤들은 바로 그 춤들(the Divine and cosmic dances)에 참여하는 춤들이다.
하나님의 충만(pleroma)에 참여하는 충만(fullness)이다.

23) Melchisedec Törönen, Union and Distinction in the Thought of St Maximus the Confessor,
ed. Gillian Clark and Andrew Louth, Oxford Early Christian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27-132.
24) “아마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대한 차이점일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심지어 한 인격체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역동하며 약동하는 활
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입니다.” C. S. 루이스, 이종태 옮김 『순전한 기독교』 (서울:
홍성사, 2001), 270.
25) “거대한 춤”(the great dance)로서의 (중세) 우주관에 대해서는 C. S. 루이스, 홍종락 옮김,
『폐기된 이미지: 중세 세계관과 문학에 관하여』 (서울: 비아토르, 2019)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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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경이의 눈: C. S. 루이스의 재주술화 비전”에 대한
논찬

유 재 경 박사
(영남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 영성학)

주술(enchantment)과 재주술(re-enchantment) 담론은 모더니티의 중심에 있고,
주술과 재주술은 독특한 의미로 모던과 모더니티에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탈주술
(disenchantment)은 주술과 재주술에 대한 반응이고, 주술은 결과적으로 재주술을 배
태한다. 이러한 모던 세계의 맥락에서 C. S. 루이스(1898-1963)의 작품을 재주술의 관
점에서 연구한 이 논문은 베버의 "탈주술화”의 연구뿐 아니라 영성과 기독교 영성의
탐구에도 큰 의미가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루이스의 작품이 “탈주술화”의 세계에서 “재주술화”를 시도
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의 문학과 신학을 분석했다. 저자는 탈주술화로서의 모더니티
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이스의 성육신 신학과 플라톤의 철학에 기초한 성사적
(sacramental) 세계관을 탐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니아 연대기』를 루이스의 재주
술화 비전의 문학적 체현으로 해석했다.
이 논문은 재수술화의 영성학적 이해를 통해 모더니티의 탈주술화 과정에서 잃어
버렸던 세계의 의미와 영적 차원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베버의
탈주술화 이론은 다양한 학문을 통해 연구되어 왔는데, 특히 기독교 영성적 차원에서
탈주술화를 탐구함으로 기독교 영성의 학문적 방법과 연구 방향의 지평을 넓혔다. 하
지만 루이스의 성육신 신학과 플라톤 철학과 관련된 성사적 세계관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와 분석, 그리고 재주술화에 관련된 루이스의 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
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으로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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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베버의 탈주술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세계의 의미와 영적 차원이 프로테
스탄트 기독교 세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주술
화로 잃어버린 영적 차원이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영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자는 루이스는 플라톤 철학을 떠나 자신의 신학과 영성을 논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의 성사적 세계관은 플라톤 철학에 기초해 있다고 했습니
다. 물론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우주 생성론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의 우주론
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루이스가 어떻게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 기독교적 의
미의 성사적 세계관을 전개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논문은 루이스 작품에 나타난 재주술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반적으로 재주수술화의 논의는 초자연주의 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 세계관에
관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재주술화가 기독교
신학 또는 기독교 영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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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경이의 눈: C. S. 루이스의 재주술화 비전”에 대한
논찬

조 한 상 박사
(호남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영성)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비록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자 이상
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
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에 관한 논문 “경이의 눈: C.S. 루이스의 재주술화 비
전”은 제목에서부터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종태 박사의 논문은 과학과 기술이 발
전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 버린 주술화의 과정을
재발견하고 이를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루
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단지 상상력에서 출발하여 현대인들에게 상상력에 대한
자극을 주었던 작품이라는 사고를 넘어서고 있다. 저자는 막스 베버(Max Weber,
1846-1920)의 ‘탈주술화’를 둘러싼 담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루이스의 성육신 신
학, 플라톤적 실재관에 기반한 성사적 세계관을 통해 ‘재주술화’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주장하기를 세계는 원래 마법/주술에 걸린 세계였으나, 유일신앙, 자연과
학의 발전 그리고 합리화의 과정을 통하여 ‘탈주술화’의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하
나님의 활동마저 부정되는 완전한 ‘탈주술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베버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무의미한 공간으로 전락한 세계 속에서 인간의 실존을 묘사하기 위해 인간
은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존재로 인간주체를 ‘재주술화’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와
중에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로 이원화하는 문제를 야기하였고 세상을 객체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으며, 그 결과 모든 것을 대상화하여 인간 자신을 객체화하게 되었
다. 바로 이것이 ‘탈주술화’를 넘어 ‘재주술화’가 필요한 이유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러한 여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세상인 ‘나니아’ 라는 세계이다. ‘나
니아’ 는 창조자의 영광이 모든 창조물에게 비치고 또한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비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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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세계로서 궁극적으로 형이상학적 비전의 문학적 체현이 이루어진 곳으로 묘사되
고 있다. 즉 모든 것이 대상화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 하나가 의미가 있는 존재로 창
조주와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이 기존의 세상과는 총체적으로 다른 세상임을 우리
에게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세계의 ‘재주술화’를 위한 이론적 영적 원천으로
성사적 세계관을 언급했다. 이는 세상과 만물을 성사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실재를 가
리켜 주는 표징들이라고 보는 세계관으로서 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플라톤 철학을 사
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화 된 플라톤주의’를 이용하고 있는 루이스의 사
상을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한 다른 저서들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아울러 저자는 모더니티의 사상적 근원을 성사적이며, 플라톤적 세계관의 붕괴에
서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상은 절대군주 혹은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기계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 움직이며 돌아다니
는 세상이 되어 하나님의 입지는 점점 축소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루이스의 <나니
아 연대기>에서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플라톤적, 성사적 창조신
학이 구현되며 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mind 안에 있는
idea/form이 표현된 것이다. 즉 창조주와 창조물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초월
하여 세계에 내재화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자의 주장처럼 동방교회 고백자
막시무스(Maximus the Confessor, 580-622)의 플라톤적 창조신학의 공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논리가 편만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들에게 ‘재주술화’라는 화두를 던지며 우리에게 친숙한 <나니아 연대기>를 통하여 설
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탈주술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오류를 성찰하고, ‘재
주술화’의 필요를 역설한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이를 위하여 ‘탈주술화’의 근원을 8세
기 유대 예언자들의 등장, 과학의 발달 합리화과정 그리고 플라톤적 세계관의 붕괴 등
을 예시하여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필자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는 바이다. 특별히 루
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제기한 내용, 즉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
는 플라톤적, 성사적 창조신학이라는 부분과 동방교회의 고백자 막시무스의 플라톤적
창조신학과 연계한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생태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창조신학으로의 전환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본 논문을 읽으면서 제기된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하면서 논찬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동방교회 고백자 막시무스는 우주적 영성을 언급하며, 신의 내재성
(Immanence of God) 및 신과 세계(만유)와의 관계를 일자와 다자의 관계로 보고 있
으며, 그 근거를 로고스(logos)와 로고이(logoi)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타나는 창조신학이 동방교회 막시무스의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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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창조신학과 연속성이 있다고 저자는 언급했다. 아울러 11쪽에 언급된 <마법사의
조카> 9장 아슬란이 자신이 창조한 나라에 복을 선포한 부분(Original Blessing)은 매
튜폭스(Matthew Fox)의 원복(Original Blessing)을 떠오르게 한다.
또한,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담긴 플라톤적, 성사적 창조신학에 의하면 모
든 창조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토양, 숲, 물, 식물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각의 개체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생태적 위기와 관련하여 루이스의 <나
니아 연대기>를 비롯한 저작에서 등장하는 창조신학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오늘
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둘째, 저자는 본 논문에서 현대인들에게 단지 주술화의 과정으로 돌아가자고 하
는 것이 아니며 이는 C.S. 루이스의 ‘재주술화’ 비전에 대한 오해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는 루이스의 재주술화 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 가능한 것인지 조금 더 설명
이 필요하며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
셋째, 논문에 언급한 소제목, 즉 “성사적”(sacramental)이라는 용어 보다는 “성례
전적”(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사만을 인정함으로 예배학자들은 이 용어를 선호함) 이라
고 표현함이 개신교적 용어로 적합하다고 보며, “말씀 세상”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조
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
한 용어적 정리 및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종태 박사의 논문이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 한국교회 및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어 각성의 계기가 되기
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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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경이의 눈: C. S. 루이스의 재주술화 비전”에 대한
논찬

박 형 철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 문화예술신학)

이종태 박사님의 논문은 C. S. 루이스가 성육신 신학과 플라톤적 실재관에 기반
한 성사적(sacramental) 세계관을 통해 탈주술화로서의 모더니티를 극복하려 했음과,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나니아 연대기』가 그러한 재주술화 비전의 문학적 체현임을
주장합니다.
박사님은 먼저 막스 베버와 20세기 모더니티의 합리화 과정을 소개하며 세계가
어떻게 탈주술/탈마법화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베버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마법과
주술이 제거되어온 과정입니다. 자연현상과 역사적 과정에 대해 합리적/과학적으로 접
근하면 세상 만물은 인간 주체에게는 객관적 대상물일 뿐, 그 세상 속에 신들은 없습
니다. 결국 20세기 모더니티에 와서는 ‘하나님의 활동’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마저
부정되는 완전한 탈주술화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학적 세계관이 우선이 되고, 종
교는 주술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 이러한 결론이 베버를 비롯한 사상가들에게 양가적 딜레마를
가져다주었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탈주술화 과정이 인간에게 지식과 자유의 번영을 주
는 동시에 ‘의미의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C. S. 루이스가 등장합니다.
이 박사님은 많은 루이스 연구자들과 더불어 루이스를 탈주술화된 현대세계에서 “재
주술화”(the re-enchantment of the world)를 모색한 작가로서 평가하는 동시에, 탈주
술화 과정이 초래한 ‘무의미' (meaninglessness)의 문제를 루이스의 재주술화를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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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는 인간이 세상과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인 결정, 의미부여의 능력과 의지
를 소유한 존재라고 말하며 ’의미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
인간은 의미 있는 세계 안에서만 비로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보았던 사상가라고
이 박사님은 말합니다. 루이스의 “텅 빈 우주”(The Empty Universe)는 ’물체‘만 남은,
의미로움과 경이로움을 잃은 세계이며, 루이스는 그런 세계에서 인간은 의미와 경이를
잃은 텅 빈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박사님은 삶의 충만
(flourishing)을 누리기 위해 이 세계가 의미와 경이가 가득한 곳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박사님은 경이의 눈을 설명하기 위해 ’폭포의 장엄함‘에 대한 예를 들며, 중요
한 것은 폭포에 '내재하는'(inherent) ’장엄함‘의 의미를 알아보고, 느끼고, 거기에 제대
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의 세계와 주관적 가치의 세계를 서
로 무관한 두 세계로 상정하는 현대의 이원론을 문제 삼은 루이스의 주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를 원소 덩어리 이상의 무엇으로 볼 수 있는, '장엄/숭고
'(the sublime)를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필
요하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테일러의 ’fullness’를 통해 경이의 눈을 설명하면서 『나니아 연대기』를
소개-연결하고, 이후 자연스럽게 작품 속 성사적 세계관으로 넘어갑니다. 테일러는 인
간 누구에게나 ‘fullness’를 향한 선천적 갈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은
이 ‘fullness’를 우리가 이 세상을 의미와 경이의 곳으로 ‘알아보는’ 체험, 세상의
(meaning-/wonder-)"fullness"에 '참여'하게 되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이
스의 상상 속에서 창조된 나니아가 바로 그런 fullness를 향한 동경을 일으키는 나라
임을 덧붙입니다. "신들로 가득한" 나라, 우리 안에 의미와 경이감과 신비감을 일으키
는 마법적, 신화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움’과 ‘참여’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루이스가 세계를 창조자의 영광
이 비치는 장소로 나타내고자 함이 이와 연결됩니다.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을 창조자
의 영광-"아름다움과 우아함과 힘"(beauty, grace, and power)-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
들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세계와 창조물 그리고 거기에서 비치고 비춰나오는 창조
자의 영광을 통해 "성사적"(sacramental) 비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또한 기독
교 전통의 성사적 비전(세계관)이 세계의 재주술화를 위한 이론적-영적 리소스가 될
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음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재(res)를 가리키는 표징(signum)들을 바라보는 것, ‘로고스(Logos, 말씀)’로 창조된
모든 창조물 각각 안에는 ‘로고이’(logoi, 말)가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에 내재하는 것인, 그들 각각의 ‘로고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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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창조주 안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살아있는 존재들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논문의 가장 큰 공헌은 이 시대의 신학과 교회현장 속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주
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논문의 내용이 현 대중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바
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민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베버의 주장과 20세기 모더니티는 이제 100년 전 이야기
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 포스트-휴먼 나아가 포스트
-everything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이상 과학과 이성으로 감당되지 않
는 세대에, 루이스의 신학과 작품을 통해 균형 잡힌 성사적 세계관을 소개하고 재주술
/재마법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 박사님의 논문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논문이 말하는 ‘경이의 눈’이 우리의 삶과 신앙, 신학과 교회
현장에 적용될 때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남 이후 하나
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존재가 되었던 우리의 눈이 혹시라도 잠시 가려져 있었다면, 그
베일을 걷어낼 때 원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적 아우라와 아름다움 그리고 전율하
지 않을 수 없는 신비를 다시금 바라보며 창조주의 역사 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주술/재마법화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확장될 수는 없을까 궁금합니다. 본 논문에
서는 ‘무의미’의 문제를 다루고, ‘의미 있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외, 재주술/재마법화에 대한 주제들로는 어떤 것들
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런 주제들을 성서와 다른 작품들 속에서는 어떻게 비교하
며 다룰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루이스의 <우주 3부작> 시리즈(『침묵의 행성 밖에
서』, 『페렐란드라』, 『그 가공할 힘』)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 또는 톨킨의 <반지
의 제왕> 시리즈나 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
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미디어에서 다루는 다양한 콘텐츠들에 본 논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요즘 드라마/영화에서 다루는 소재, 캐릭터, 내용들은 소위 전통적인 기
독교 세계관으로 다루기 힘든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내세들, 영혼/귀
신들, 좀비를 비롯한 크리쳐들, 타임슬립과 평행세계 등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적용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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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발표
한국전쟁과 한국교회 전도활동의 의의:매슬로우(A.
H. Maslow)의 인간욕구이론

남 성 혁 박사
(명지대학교 / 실천신학 / 선교학)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한국전쟁을 왜 기억하며, 세월이 흘러도 논의하는가? 2000년에 50주년을
기억했고, 2050년에는 100주년을 기억할 것이다. 국토가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민족상
잔의 비극과 국토분단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까지, 슬프고 괴로운 과거를 기억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1994년,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개관될 때, ‘기념
관’이라는 명칭으로 논쟁이 발생했다. 슬픈 역사이고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전쟁이
라는 대상이 과연 기념할만한 대상인가하는 표면적인 질문이었을 것이다. 2010년에 다
시 한 번 설문을 통하여 이름변경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으나, 설문의 결과는 ‘전쟁
기념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기념관’이라는 용어가 처음 알려졌을 때,
영어의 memorial의 의미가 한국어 ‘기념’이라는 의미의 미묘한 차이에서 발생했기 때
문일 것이다. 전쟁기념관 웹사이트에서도 이러한 논쟁을 의식하고 ‘기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긍정과 부정의 차원이 아닌 기억의 의미임을 강조한다.1)
1) https://www.warmemo.or.kr/front/viewInfo/question.do. “‘전쟁기념관’의 명칭에서 ‘기념’의
사전적 의미는 “뜻깊은 일을 잊지 아니하고 생각 한다”입니다. 기념은 대상을 긍정하거나 부
정하는 뜻 없이 기억하고 의미를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념’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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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할 사건이라면, 그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
의 모습도 함께 기억되어져야만 한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회가
취했던 목회와 사역들이 전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전쟁이라
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의 방향과 목적을 정
립해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시대와 대화하
며 복음을 전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과거의 일로만 존재하지 않고, 오늘의 상황에서
전도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의 선교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할 것인가? 이 질
문에 답하기 위해, 지난 밀레니엄 시대의 선교 역사로부터 교훈을 찾아야만 할 것이
다. “다가오는 시대 상황의 다원성 속에서 적합한 선교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과거 선
교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선교역사는 우리 모두와 관계된 것
이고 우리 모두가 선교역사의 참여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비판을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선교역사에 대한 집중적이고 진지한 검토와 반
성을 하기 위해서이다.”2) 선교역사로부터 교회의 선교적 경험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
한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전도의 다양한 자료들은 긍정
혹은 부정의 동기와 결과가 혼재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특정한 준거틀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해석함으로써, 오늘날 요구되는 전도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풍부한 자
료를 얻을 수 있다.
그 동안의 연구가 역사적인 관점을 취하거나, 교회성장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면,3) 필자는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이론에 비추어,4)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
교회의 활동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한
국전쟁이후 교회성장에 영향을 주었는지 전도의 측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는 전쟁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로서 전쟁을 잊지 않
고 기억하게 하고 그 교훈을 인식시킴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명칭은 기념관 설립 준비 당시부터, ‘전쟁기념관’,
‘호국기념관’, ‘군사박물관’ 등의 명칭을 두고 역사학자, 언어학자, 언론인, 박물관 관계자가
참가한 공청회와 각 계층별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개
관 이후인 2003년 5월에도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전쟁기
념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6월에 홈페이지 방문
객 1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의 명칭이 기념관 건립목적과 사업성격에
가장 부합된 것으로 나타나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영국을 비롯한 프랑
스, 독일, 미국, 스페인, 호주 등 선진 각국에서는 대부분 ‘WAR MEMORIAL’또는 ‘WAR
MUSEU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전쟁기념관 또는 전쟁박물관이라
는 뜻으로 전쟁기념관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30
일 접속)
2) 한국선교신학회 엮음,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03
3) 박보경,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교회의 역할”, 「선교와 신학」 26(2010): 105-140.
4) A. H.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1943): 37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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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도의 의미의 다양성
전도의 개념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단순한 의미에서부터, 그 복음이라는 것은 무
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는지 분류함에 따라 다양해진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실
재적인 습관에서 전도는 지역교회에 불신자를 출석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곤 했
다. 미국교회가 한국교회에 끼친 역사적인 영향들을 고려해 보면 미국교회가 경험적으
로 앞서 경험한 지역교회 중심의 전도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용어를 양산했다.
첫째,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차원이다. 매우 협의의 차원에서 기독교 메시지를
불신자들에게 선언(proclamation)하는 것이다. 그 선포에 대한 반응이나 결과는 별개
의 문제이다. 흔히 노방전도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숨겨져 있는 전도에 대한 이해이
다. 그들은 기독교 정보를 전도지에 담아 전달하거나, 일방적인 외침과 기독교 찬양을
부름으로써 전도의 사명을 어느 정도 실천했다고 이해한다.
둘째, 전도는 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전도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으
로 이해되는 개념이다. 불신자나 태신자를 설득하여, 지역교회의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데 집중한다. 이러한 전도의 방식으로
생산되는 사람은 Pew-Sitter나 Churchgoer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셋째, 전도는 회심의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것이다. 전술된 전도의 개념들은 외형
적인 모습으로 제한되는 성향이 있다면, 회심에 대한 이해는 피전도자의 내면에 대한
상태를 고려한다. 회심에 대한 이해도 일회성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회심의 시기
를 특정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회심이 교회등록이나 형식적인 세례로 제한되어 전도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결국 회심의 사건과 이후의 성화의
과정이 분리되어서, 제자화는 선택적인 신앙요소라고 여기게 된다. 회심의 단계가 결
핍되거나 형식적이 될 때에는, 내면의 기독교적 참된 돌아섬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참
여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 Religious Shopper가 생겨난다.
넷째, 전도는 지속적인 제자도이다. 회심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
해할 때, 전술된 모든 전도의 개념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더 나아가 스스로가 전도
자가 되는 것도 포함한다. 개념적으로 회심을 돌아서는 순간으로 이해하는 제한된 전
도와 성화의 과정으로 인식되는 제자도를 하나로 아우른다. 이러한 전도개념이 결핍될
때, 특정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열광적인 추종자는 존재하지만, 복음이 재생산되는 전
도의 개념은 기대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제자도로서 전도의 개념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교회의 전
도활동에 대하여 조명할 것이다. 전도를 복음의 선포, 지역교회로 데려오는 것,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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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회심의 단계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한국교회의 전도활동을 종교적인 측면
으로만 제한적으로 비추는 한계를 드러낸다. 1918년 ‘교회의 복음전도 사역에 관한 보
고서’는 “복음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며, 교회의 교통 안에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
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임스 패커는 복음전도가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복음전
도가 과정이 아닌 성취의 관점에서만 정의되는 것에 반대한다. 동시에, 복음전도에 있
어서 회심 요소가 결여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5) 그러므로, 전도활동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는 스테판 닐의 지적처럼 ‘모든 것이 선교이면 아무것도 선교
가 아니게’ 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협의의 개념으로서 전도의 이해도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전도의 범위에 대한 이해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정으로서 전도활
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포괄적이면서도, 회심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 성육
신적인 선교사역으로서 교회의 전도활동을 이해한다면, 한국교회가 한국전쟁 시기의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전적 전도활동을 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휴전
이후의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었을 한국전쟁 시기의 교회의 제반 활
동들을 전도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

III.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위계질서6)
인간의 동기는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다
양한 욕구를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매슬로우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몇
가지 기본적 욕구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기본적 욕구는 서로 관련을 맺고 있고, 우
선순위에 따라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올라간다는 욕구 위계이론을 주장했다.
가장 우선되며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Biological and Physiological
needs)이다. 공기, 음식, 음료, 주거, 난방, 생식, 수면 등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욕
구이다. 인간의 삶 그 자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장 근원적인 욕구를 말한다. 의식
주나 성에 관한 욕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욕구들은 학습되지 않는 욕구들이다.
사람의 욕구단계가 어떤 수준에 올라섰다 하더라도, 최저층의 생리적 욕구가 위협받게
되면 다른 욕구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
5) James I. Packer, Evangelism ＆ the Sovereignty of God, 조계광 역, 『복음전도란 무엇인
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59-64.
6) A. H.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1943), 37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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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존경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욕구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생리적 욕구는
다른 어떤 욕구보다 강하다. 그러나 대부분 생리적 욕구는 잠시 뿐이고, 이 기본적 욕
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고 나면 더 높은 단계의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Safety needs)이다.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나타나게 되는 욕
구이다. 어떤 위협적인 요소를 피하고 그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런
욕구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를 잃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 건
강하고 정상적이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
도 사라지게 된다. 즉,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욕
구라고 할 수 있다.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거나 미래가 불확실할 경우 저
축을 하는 것들이 안전의 욕구로 인해 발휘되는 행동들이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Belonging and Love needs)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우리의 동기는 삶의 사회적 부분에 집중된다. 어떠한 특정집단, 가족 등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애정 등 사회적인 교류를 하려는 욕구이다. 소속되고 싶어 하며
다른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이다. 이 욕구가 강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친구나, 배우자, 단체의 동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며 노력하게 된다. 이러
한 욕구 외에도 사랑을 주고자 하는 욕구도 포함한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의 욕구
(Esteem needs)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한다. 이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자기 존중의 욕구로서 성취, 승리, 자신감, 자존심, 독립
심 같은 것을 의미한다. 다른 것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서 명예,
위엄, 인정, 높은 평가 등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
구(Self-Actualization needs)이다. 가장 고차원의 욕구로서, 자신의 유용성을 극대화시
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자신의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
이다. 자기방식대로 더 건강하고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자기답게 살도록
돕는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면 더 이상 해당 단계에 대한 동기는 유발되지 않는 결핍의 욕구라
고 규정한다. 상대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는 한번 충족이 되어도 반복적으로 욕구가
증대되어지는 성장의 욕구 혹은 존재욕구라고 부른다.
흔히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이론은 5단계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말년에 초월적 욕
구(Self-Transcendence

needs)를 추가하였다.7)

초월적 욕구(Self-Transcendence

needs)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찾아주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만족감을 느끼
는 욕구이다. 이는 자신의 욕구를 넘어서는 메타욕구로서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영역으
7) A. H. Maslow, Religions, Values, and Peak Experience. (New York, NY: Penguin Books,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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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장될 수 있다. 자아실현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 자기
초월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양보한다. 그 과정에서 자기초
월자들은 매슬로우가 말하는 소위 절정경험, 즉 개인적인 관심사를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절정경험은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매우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현
상이다. 그래서 매슬로우는 그 경험을 초자연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연적인 경험(natural experience) 또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종교경험으로 생각
하였다.”8)

IV. 한국전쟁 상황과 전도활동
외면적으로 한국전쟁은 남북한이 진격과 퇴각을 반복하면서 양쪽간의 무차별적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한반도가 초토화되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의 피해가 있었으며,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로 수많은 고아, 과부, 피난민이 있었다.
1952년 3월을 기준으로 260만 명이 넘는 피난민과 340만 명이 넘는 전쟁이재민이 발
생했다. 전쟁으로 인해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렸다. 전쟁 후유증
으로 자연재해들과 폐결핵, 천연두,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만연하게 됨으로써 한국
사회는 생존을 위한 구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1953년 세계교회협의회의 난민구호 책임
자인 리즈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절반 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보고한다.9) 내면적으
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갈등 상황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불러
왔다.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는 지속되어, 반공과 휴전반대의 분위기가 남한 사회에 강
하게 자리 잡았다.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종교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 뿐 아니라 사이비 이단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전쟁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갔
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활동은 종교적인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
극적으로 민족으로 위하여 헌신하였다. 특히 서양인 기독교선교사라는 연결고리를 통
하여, 외국의 기독교회와 구호단체들이 어느 단체들보다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
며, 한국교회에 구호물품과 구호활동가들을 보내었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
러한 외원구호단체들은 40여개가 있었다.10) 또한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한국사회와 교
8) 김재영,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종교이론”, 「종교와 문화」 1(1995): 133.
9) 김흥수, “한국전쟁 시기 기독교 외원단체의 구호활동,”「한국기독교와 역사」 23(2005): 108.
“그 중에서도 고아와 부양가족이 없는 아동, 신체장애자(40,000명의 맹인과 30,000명의 귀머
거리와 벙어리, 수족 절단자), 주거 부정의 청소년들(15,000명의 구두닦이와 몸 파는 여자아
이들), 전쟁미망인(294,000명)과 자녀들(517,000명)을 시급히 구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분
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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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11)
1950년 6월 27일, 국군을 돕고 피난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한국전쟁 발발 직후 기
독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시도된 최초의 구국활동인 ‘대한기독교구제회’가 결성되었
으나, 인민군의 서울 진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보지도 못하였다. 한경직을 중
심으로 대전으로 옮겨서 1950년 7월 3일에 ‘대한기독교구국회’가 결성되었다. 전세가
악화되자 대구로 옮겨서, 대구제일교회의 한병혁과 협력하여 ‘구국지원 청년지원병’ 모
집에 적극적으로 나서 3천여 명의 지원병을 모집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교회 지
도자들은 군선교를 시작하게 되어, 옥호열(Harold Voelkel), 권세열(Francis Kinsler)과
같은 선교사들과의 협력 속에서 1951년 군종제도를 시작하게 되고 1954년에 첫 군목
장교가 임관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포로수용소에서 선교 사역은 활발해지게 된
다. 반공포로를 인민포로로부터의 위험에서 보호하면서, 수용소 내 천막교회를 중심으
로 대규모 집회, 선교영화상영, 성경학교,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선교가 활발해졌다. 문
화생활이 없던 수용소 환경에서 이러한 전도의 접근은 봉사하는 교회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구국신도대회에서는 휴전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군종제도는 군대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역할을 했다. 1956년까지 군목의 활동
으로 신도 수가 약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군종 제도는 매우 중요한 선
교의 방편이 된 것으로 보인다.”12)
1951년 3월, 한경직은 유형기와 함께 ‘기독교연합 전시비상대책 위원회’의 자격으
로 미국에 초청되어 한국전쟁을 알리고, 서구 기독교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구호사업은 외국교회의 원조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독교인의 전도
의 열정과 헌금이 함께 이루어 낸 것이다. 기독교단체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각계각층에 구호활동을 펼쳤다.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교회를 재건하
10) 김흥수, “한국전쟁 시기 기독교 외원단체의 구호활동,”101. “그 가운데 1952년에 등록한 단
체는 미국 북장로교선교회, 가톨릭복지위원회, 감리교선교회, 기독교세계봉사회, 캐나다연합
교회선교회 등이었다. 기독교 외원단체들은 교파로는 장로교, 침례교, 나사렛교회, 메노나이
트, 퀘이커, 동양선교회, 감리교, 구세군, 안식교, 유니테리안교회, 루터교, 천주교 등에 속했
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자체 판단으로 한국에서 구호사업을 시작했으나 퀘이커와 메노나이
트는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의 초청으로 내한하였다. 캐나다, 호주, 영국, 스위스, 벨
기에,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의 교회에 본부를 둔 것도 있으나 미국교회에 속한 단체가 가
장 많았다. 외원단체 가운데 미국에 본부를 둔 단체가 많은 것은 구한말부터 개신교가 크게
발달한 미국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았으며, 미국의 민간사회사업 단체들 중에는 국제적인 활
동을 하는 단체가 많았던 점, 해방 후 미군정 및 미군의 대대적인 한국전쟁 참전 등도 서구
국가의 외원단체에 비해 미국 외원단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들로 볼 수 있다.”
11) 김흥수, “한국전쟁 시기 기독교 외원단체의 구호활동,” 104-105. “뉴욕시 국제선교협의회 사
무실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세계교회협의회의 리즈(Elfan Rees), 북미외국선교협회의 크로스
(Rowland M. Cross), 국제선교협의회의 랜손(C. W. Ranson), 기독교세계봉사회의 페어필드
(W. C. Fairfield) 등 세계교회를 움직이는 국제종교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12) 박보경,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 교회의 역할,”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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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이나, 미망인, 고아, 극빈가정을 돕는 구호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피난민과 전쟁이재민들을 위한 양로원, 탁아소, 농촌개발과 같은 사업도 소규모로 이
루어졌다. 1952년 1월 14일에 NCC 주도하에 ‘재건연구위원회’가 결성되어 파괴된 교
회를 재건하고, 재난에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펼친다. 교회, 주일학교,
교육과 문화, 사회와 후생, 농촌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51년 9월에는 ‘기독교세계봉사회’를13) 통하여 구호물자
공급, 의수족 사업, 피난민 보호소 보조, 모자원,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급식소, 재해
복구 사업이 펼쳤다. 미망인 시설건립과 운영을 지원하며, 재봉틀과 같은 설비를 공급
하여 여성들을 위한 기술교육과 생필품 공급을 하였다. 기독교세계봉사회에 의하여 운
영된 미실회(美實會) 사업은 순직한 교역자 부인과 자녀들을 보호하였다. 1938년에 한
경직에 의하여 시작된 남신의주 보린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피난교회로서 부산과
제주도에서 고아들을 돌보았으며,14) 전쟁이재민들을 위하여 1951년에 부산 대신동에
‘다비다모자원’을 설립한다.15) 아울러 보건사업을 위하여 낙후한 병원을 재건축하거나
신축사업을 지원하였다. 휴전 이후에는 결핵을 포함한 여러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애
쓰고 상이용사들을 위한 의수족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한 직업훈련 시설까지
제공하였다.
한국교회의 다양한 구호활동이 육신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면, 신앙생활을 통하여
영적 구호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별히, 1.4후퇴 시기 공산주의의 잔혹한 차별과 탄
압을 피해 대거 월남한 피난민 기독교인들의 영향은 남한사회의 교회환경에 큰 영향
을 끼쳐 교회와 신도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16) 남하한 이북 신자들이 서울 경기 중
13) 김흥수, “한국전쟁 시기 기독교 외원단체의 구호활동,”111. “아펜젤러가 사망하기 직전 1953
년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각 교파의 선교부와 구호단체들로 구성된 기독교세계봉사회는
뉴욕 시에서 한국에서의 구호와 복구활동의 교파간 협력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고 기독교세
계봉사회가 한국에서 구호 및 재건을 지원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필요한 사람
들에게 종파나 정파의 차별 없이 봉사를 통해서 기독교적 사랑을 표현한다. ② 과거의 한국
을 다시 세우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도록 지원한다.
③ 한국민과 미국민의 우호관계를 강화시킨다. ④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교회 사이의 친교
를 강화시킨다. ⑤ 한국에서 교회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교회, 사회, 국가생활의 분열적
요소를 막는다. ⑥ 한국교회의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
14) 『영락교회 50년사』, 127
15) 『영락교회 35년사』, 133~135.
16) 허명섭, “한국전쟁과 한국 교회 구조의 변화”,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5-1(2004), 166. “장
로교는 1949년에는 교회가 649개, 교인수는 38만 5,215명이었다. 그런데 1959년에는 교회
3,527개, 교인수 89만 2,081명이었다.”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s.,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3501959, Vol. II
(New York: Commission on Ecumenical Mission and Relations,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64), 403, 409. “이는 거의 교회가 5배, 교인수가 2.3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감리교는 1951년에는 교회가 453개, 교인수가 4만 5,716명이었다. 그런데 1959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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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는데, 특히 그들이 “세운 다양한 교회와 학교는 자신들의
고향 지역에 있던 교회와 학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재건하였다. 실향민이 자
신들의 고향 교회를 세우려는 의지는 실향민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고, 1950년대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기폭제로 작용하였다.”17) 많은 대중집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는 반
공 이데올로기에 대립하며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로 이해했다. 1950년 10월에 이루어진
평양대규모 집회에서도 평양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제2의 해방이
고, 국군과 유엔군은 해방군으로서 환영을 받았으며, 평양의 수복은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했다. 적극적인 전도활동과 대규모 집회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선과 악의 이분
법적인 이해로 전쟁의 원인과 책임을 설명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전쟁의 참상에 상
처받고 지쳐있었던 피난민과 이재민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치료하였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한국전쟁과 휴전이후의 시기에 지속적으로 교육, 건강, 사회복
지, 구제 및 사회개발과 같은 구호사업과 교회건축과 전도활동과 같은 신앙 활동을 병
행하였다.
엄청난 양의 원조와 구호활동은 전쟁 중에 또는 전쟁 직후에 고통과 위기에 처한
한국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건강, 교육을 통해 전
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피난민들의 생존을 유지시켜 줄 수 있었다. 피난민들을 위
한 사업과 아동복지 사업은 전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업이었다.18)

V. 인간의 욕구와 한국전쟁 시기의 전도활동
전도가 기독교적 메시지를 소개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인간욕구단계를 통하여 생리적 욕구로부터 출발하
여 종교적 욕구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전도의 양태로서 가능하다. 한국전쟁에서 한국
교회의 다방면에서의 헌신과 봉사는 한국교회의 급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자기초
월의 욕구의 개념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교회가 1,114개, 교인수가 24만 8,899명이었다. 이는 1951년에 비해 교회는 거의 2.5배, 교인
수는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결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결교회
는 1949년 4월에는 교회가 152개, 교인수 3만 800명이었다. 그런데 1958년도 4월에는 교회가
408개, 교인수가 10만 1,382명이었다. 이는 교회수나 교인수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17) 박보경,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 교회의 역할”, 127-128.
18) 김흥수, “한국전쟁 시기 기독교 외원단체의 구호활동”,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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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교회는 전도를 이념이나 사상의 영역으로 제한하곤 한다. 소위, 전도활
동이란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 정도로 실천한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하여 봉사와 전도는 서로 대립이 되는 구조가 나타낸다. 봉사와
사회구제는 육체적인 차원이며, 전도는 영적인 차원인 셈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윤
리적 차원에서 세속의 지탄을 받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교회의 복음전파가 영적인 영
역으로 취급되며, 육적인 영역에 대한 접근은 2차적이거나 부수적이며 선택적인 것으
로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도를 통한 인간의 회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
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도에서 육적인 차원을 배제하려는 무의식과 회피의
습관이 작동한다. 이분법적인 이해로 한국전쟁 시기의 한국교회의 전도활동을 탐구한
다는 것인 정당한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고, 한국전쟁의 극단적인 생존의 상황에서 영적인 영역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
지 못할 뿐 아니라, 과연 전도의 실천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과연 적절한 방식이나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 육체적으
로 극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불순하게 이용한 종교 전파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한국전쟁의 상황에서 교회의 복음전파를 영적인 부
분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의 차원으로 제한적으로 조명해야한다는 선입견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인간욕구단계를 이해한다면, 육체적인 욕구와 영적
이고 초월적인 욕구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 그는 휴머
니스트적인 심리학자이다. 인간의 환경과 내면의 모습을 연구하는 여정을 거쳐 인간본
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어쩌면 교회나 복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오히려 종교와 반대되는 인간중심, 신앙에 반대되는 과학중심의 입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인간욕구에 대한 연구는 복음을 전달받는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이
해하는데 여전히 큰 도움을 준다. 전도자의 관점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공격적인 전도
차원을 잠시 뒤로하고, 복음을 듣는 자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톰 레이너의 책도 이러한 관점을 말하면서, 그 제목에서 세상의 관점을 surprising이
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을 소유한 교회의 의도, 방법, 목적과 그 복음을 받아
들이는 불신자들의 관점은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19) 아울러, 매슬로우는 말년에
종교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하면서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를 다루었다. 이는
인간의 욕구나 본능이 한 인간의 잠재력 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었다. “인간의 욕구는 자신을 잠재력의 위계에
맞추어 정렬한다. 즉, 어떤 욕구의 외형은 대개 다른 욕구의 이전 만족도, 더 잠재된
19) Thom S. Rainer, Surprising Insights from the Unchurched and Proven Ways to Reach
Them.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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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에 기인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원하는 동물이다. 또한 동기나 필요성은 분리되거
나 분리된 것처럼 취급할 수 없으며, 모든 동기는 다른 동기의 만족도 또는 불만족 상
태에 관련된다.”20) 매슬로우의 이러한 욕구위계의 분류는 욕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다고 이해하였다. 욕구들이 서로 관계성이 있고,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진행된
다고 한다면, 한국전쟁 시기에 한국교회의 구호활동을 통하여 결핍의 욕구들이 충족되
었기 때문에, 성장의 욕구로 신앙의 영역에서 자아실현이 이루어지고, 초월경험이 나
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전도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지속적인 제자도의 과정으로서 이해한 것
은 매슬로우의 인간욕구단계가 서로 순차적 연결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인간욕구의 위계질서를 배경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국전쟁 당
시 한국교회가 취했던 복음전파의 접근을 살펴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분리되
지 않고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도가 기독교 정보의 전달이 아닌, 기독
교 메시지의 삶의 적용을 실천한 것이 때문이다. 이분법적인 전도가 아닌 통전적인 전
도의 방식으로 한국전쟁이라는 국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며, 휴전이후에 폭발
적인 교회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수많은 구호활동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전쟁 당시와 휴전이후 한국 교회의 성장의 원인은 이북 기독교인의 대거 유
입, 전쟁의 끔찍한 경험이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을 증진, 수많은 구호사업은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사회에 제공, 남한 정부의 친기독교적 정책과 기독교인의 반공주의 그
리고 전통 사회의 붕괴로 인한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강렬한 열망 등으로 분석한다.21)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교회의 다양한 활동이 어떻게 전도로서 의의를 가지는지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이론으로 해석해 보자.
첫째, 이북 기독교인의 대거 유입은 남한 교회에 신앙의 열정과 자립정신, 또한
전도 열정을 제공하였다. 이북 기독교인들에게는 높은 전도의 열정이 있었다. 전쟁 직
후까지 남한 지역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의 90%가 피난민 교회였다. 이북인들의 개척
정신과 자립정신은 남한 교회에도 영향을 끼쳐 교회의 성장을 불러왔다.22) 그렇다면
이북 기독교인들은 자립과 자치의 전도활동에 왜 적극적이었을까? 예로부터 평양은

20)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371.
21) 박보경,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 교회의 역할.”
22) 장병욱, 『6.25 공산남침과 교회』 (서울: 한국교육공사, 1983), 360.
“교세의 급증을 가져온 북한인의 이동은 전에 없던 자립심을 키워 주었으며, 이 점은 지금까
지 한국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북인이 들어오면서 남한의 미
자립 교회들은 큰 자극을 받았다. 어떤 교회는 수십 년간 미자립을 유지해 오다가 이북인의
유입으로 자립으로 바뀌는 교회가 많았다. 이것은 자립심이 강한 이북인들의 재정적 헌신이
많고 십일조 정신을 보여 줌으로써 크게 자극 받은 까닭이다.”

- 179 -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다. 200년 전 한양 중심의 권력의 기준에서 이북지역은 권력
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다.23)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향을 꿈꾸거나, 대안의 질
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리학 중심의 중앙정부와 다르게 실학이나 서학
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 종교적 환경의 영향은 기독교를 새로운 질서로 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계급사회인 조선의 중앙권력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대안으로
서 기독교의 만인의 평등사상은 매력적인 것이었다. 단지 중앙권력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자연스레 권력의 변두리에 있던 이북지방의 사람들에게 자립적인 상황을
요구받았고, 자신들의 신앙 혹은 정신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와 반대
로 권력의 중심이었던 한양(서울/경기)은 자립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고, 굳이
그들의 사상을 전하(자전)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본다. 매슬로우
가 말하는 결핍의 욕구가 이북지역에는 기독교의 유입의 배경이 되고 그들의 기독교
전통에 깊게 뿌리내릴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들은 생리적 욕구
나 안정의 욕구에서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서 늘 부족한 상황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
다. 더욱이 이북고향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월남하면서 이러한 결핍은 극단에 이르
게 된다. 더욱이 외지인으로서 남한사회에 전쟁의 어려움 속에 정착해야하는 이북기독
교인들에게는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럽게 피난민 교회로 모여들게 하였
다.24) 이들에게는 남한에서도 대체할만한 가족의 개념이 필요했다. 더욱 열심을 내어
서 교회공동체를 통한 영적 가족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것도, 전도의 열정을 보여준
것이다. 특별히 고아나 과부에게는 더욱 절실히 충족되어야할 욕구였다. 피난민 교회
를 통하여 서로 돕고 구제하는 기본적인 결핍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기존의
기득권 안에서 보상받을 수 없었던 존경의 욕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면
서 충족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핍의 충족은 자연스럽게 공통의 고향을 배경으로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으며, 초월적 욕구의 추구로서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
었다
둘째, 한국전쟁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의 신앙 활동은
23) 서인(노론/소론)과 동인(남인/북인)의 대립 속에서 있던 평양지역 중심의 동인들(주로 남인)
은 1800년 6월 정조 사망 이후 세도 정치 아래서 중앙 정계에서 밀려났으며, 재야에 머물면
서 17세기 이후 실학파 형성과 천주교 도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승훈, 안정복, 정약용, 권철신, 이가환 등이 있다.
24) 허명섭, “한국전쟁과 한국 교회 구조의 변화”, 157. Charles August Sauer, Methodist in
Korea 1930-1960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3), 194을 재인용. “감리교 선
교사 사우서(Sauer)는 감리교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곧 이상
한 형태들이 목격되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근처의 교회로 갔지만, 원산지역에서 온 감리
교인들은 원산 목사(Wonsan paster)가 조직한 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모든 도시들로부터
오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평양교회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규모로 몇
개의 다른 지역적인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부를지 모른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사람들과 함께 보다 의미있는 예배를 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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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극심한 혼란, 상실감, 허탈감,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을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한반도의 극단적인 위기감과 아노
미 상태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종교에서 답을 찾게 만들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사
회구조의 붕괴, 기본생활에 대한 위협과 같은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하여
극단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종교생활
에서 찾도록 하였다. 한국교회는 대규모 집회와 교회개척 그리고 포교활동을 통하여
대중들이 원하는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현세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한 대안을
신앙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종교체험과 복음의 메시지는 교회성장은 한 원인이 되
었다. 현실에는 절망이 미래의 피안을 추구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25) 이러한 한국교
회의 신앙 활동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안전의 욕구를 보상해 주었으며, 교
회 공동체 안에서의 보살핌과 사랑의 관계는 피난민들의 결핍을 채워 주었다. 더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휴전협정을 반대하는 당시 교회의 입장들은
전쟁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분노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을 대변해주는 역할도 감당하
였다.26) 한국교회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구호활동 뿐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로
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한국전쟁 시기의 사람들에게 결핍의 욕구의 충족시켜 줌으로써
초월적 존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셋째, 한국전쟁 당시 교회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구제활동을 펼침으
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의 기독교 기관의 구호 사업은 타종교의 구호
사업과 비교하여도 월등하게 높았다. 특별히 기독교에게 특권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군종제도를 통한 구제와 선교 사업은 압도적이었다. 일반인들에게도 기독교관
련 기관들이 구제기관으로 인식되면서, 구호물자를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많은 사
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교회의 사회 복지 활동이 신자들의 증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그 결과로 기독교는 크게 약진하였다.”27) 구호사업을 통하여 종교로 귀
의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전도인가라는 비판적 질문은 정당하다. Cargo Cult는
‘인과관계를 혼동하여 부차적인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믿는 것’의 의미이며, 종교영역
에서는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보다는 부수적인 혜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이
다. 한국교회의 역사에서도 기복신앙주의는 지속적으로 경계해야할 요소이다. 그러나
이는 전도의 개념에 대하여 전술하면 지적한 것처럼, 종교의 영역을 일상의 영역과 완
전히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비판이기도 하다. 매슬로우의 인간욕구단계를 이해한다면,
종교는 단지 초월적이고 이상적이고 영적인 영역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

25)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 출판, 2002), 38.
26) 박보경, “한국전쟁과 남한교회: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 「한국기독교문화연
구」 11(2019): 18-19
27) 박보경,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 교회의 역할”,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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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
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 당시의 한국교회의 구호활동
은 기독교적 본질인 사랑의 실천으로써 전도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전통사회의 붕괴로 인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욕구를 교회가 충족하였다. 한
반도 전체가 파괴되었던 한국전쟁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다양하게 반응하였다. 남한 정
부의 친기독교적 성향이나, 반공주의, 친미주의적 성향, 이단종교의 활성화 같은 것들
이 있다. 한국전쟁으로 비롯된 가치관의 공백에 여러 가지 질서가 서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구호사업과 신앙 활동으
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많은 피난민들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한국사회는 이동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선교활동에도 변
화를 불러왔다. “해방직후의 교회재건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선교구역에 대한 전도는
거의 소강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선교지역 분할구도의 해체는
가속화되었다.”28) 피난민들이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뿌리 뽑
히고 낯선 환경에서 정착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과거의 사회질서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한국교회는 복음의 선포와 적용으로 사람들의 삶에 대답하였다.
부흥회를 통하여 국내부흥사와 선교사들의 협업은 새로운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새벽기도회는 전쟁 중 고난과 시련의 삶 속에서 교인들에게 신앙의 열기
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부흥운동과 새벽기도회는 신도 개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기초적인 결핍의 충족을 넘어서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국교회가 제시하였다. 신앙생활을 통한 변화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대사회적인
실천에서도 나타났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 피난민 수용소나 병원 그
리고 거리에서 교인들이 봉사하였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비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
교인의 삶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교회를 통하여 자아실현의 가능성과 더불어 이웃을 위한 초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VI. 나가는 말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위계질서는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세 가지 자원
이 모두 왜 교회 사역에서 필요한지를 인식하도록 돕는다.29) 이 영역들 중 어느 것도
28) 허명섭, “한국전쟁과 한국 교회 구조의 변화”, 158-159.
29) George G. Hunter III, How to Reach Secular Peopl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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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모든 욕구를 인간 인격의 모든 범위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는다. 코이노니아는
사람들의 소속과 존중 욕구를 해결해주며, 디아코니아는 안전과 생리학적 욕구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케리그마는 자기실현 욕구나 초월적 욕구를 다루고 있다. 그 동안의
전도에 대한 협의의 측면은 케리그마의 관점이 강조되어 왔으나, 한국전쟁 당시 한국
교회의 전도활동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모습은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방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초창기 복음전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었다. 신앙을 전하는 일은 아주 열성적이거나 공식적으로 임명된 복음전도자의 전
유물이 아니었다. 복음전도는 모든 신자의 특권이자 의무였다. 우리는 이미 사도와
순회 예언자, 귀족과 거지, 지식인과 어부 등 모든 부류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탁
한 이 일차적인 과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회의 평범한 신자는
전도를 자기의 책무로 생각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비공식적인 선
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평신도 운동이었다.30)

매슬로우의 동기부여적 위계질서는 복음전도에 있어서 전략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한국전쟁이라는 극단적 어려운 시기에 타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가 사람
들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인 것은 세 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전도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처럼 이탈자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한국교회가 한국전쟁 시기처럼,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
코니아 세 가지 영역에서 인간욕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통전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0) Michael Green,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홍병룡 역,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서
울: 복있는사람, 2010), 4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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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한국전쟁과 한국교회 전도활동의 의의:매슬로우(A.
H. Maslow)의 인간욕구이론”에 대한 논찬

최 재 성 박사
(숭실대학교 / 실천신학 / 전도학)

I. 논문에 대한 이해
본 논문은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H. Maslow)의 ‘인간욕구이론’을
해석 틀로 삼아 한국 전쟁당시의 한국교회의 활동이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이 기
독교에 대한 인식과 전후 교회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도의 측면에서 고
찰한 것이다. 발제자는 한국전쟁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듯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교회의 모습도 함께 기억할 때 오늘의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전도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발제자는 첫째, 한국 교회가 통상적으로 갖는 전도에 대한 이해-선포,
인도, 회심-를 소개하면서, 지속적인 제자도라는 측면에서 전도를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전도활동이 통전적이었을 드러낸다. 둘째, 매슬로우의 다
섯 가지 인간욕구 위계질서를 소개한다. 여기에서 결핍이 동기로 이어져 욕구를 만들
어 낸다고 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한국전쟁의 내․외적인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도활동을 소개한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다양한 구호활동과 함께 전쟁의 참상에
상처받고 지쳐있던 피난민과 이재민들에게 영혼의 피난처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다.
인간의 욕구와 한국전쟁 시기의 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룬 네 번째 부분이 논
문의 핵심이다. 매슬로우의 인간욕구단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전도를 지속
적인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디아코니아는 육체적 필요와 안전의 필요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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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고, 코이노니아는 사랑/소속의 필요와 존중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며, 케리
그마는 자아실현의 필요와 초월적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에 이르
러서는 전략적 복음전도를 위해 매슬로우의 이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가나한 성도 문제를 이해하는 해석학적 틀이 될 수 있다며 마무리한다.
II. 논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
첫째, 한국전쟁 당시 한국교회의 전도활동을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이론을 통해 조
명한 점이다. 뻔한 내용인데 결코 뻔하지 않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발제자가 가진 번
뜩이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게다가 매슬로우의 이론은 인
본주의적 입장을 대표하는데, 어떻게 세속의 연구 성과를 복음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시도다.
둘째, 복음전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제시한 점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복음전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 사실 복음전도와 제자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둘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놓았다. 로버트 콜먼의 대표작인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주님의 전도계
획』)에서도 복음전도가 제자도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셋째, 복음전도를 ‘드러난 필요’(felt needs)에서 출발한 점이다. 복음전도는 언제
나 인간의 필요를 접촉점으로 삼아 일어나야 한다. 전도자 입장보다도 복음을 받아들
이는 수용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천편일률적으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다.
진리를 추구하는 니고데모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훨씬 더 많은 경
우 대상자들이 갖는 결핍, 한계,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신 후 복음을
전하셨다 (요 3~5장을 보라!).
넷째, 한국전쟁 당시 한국교회가 어떻게 전도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소개해 준 점
이다.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 국난속에서 빛났던 한국교회
의 복음전도 유산이 이 논문을 통해 후세에 전수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특별히 전도
활동을 ‘디아코니아-코이노니아-케리그마’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복음전도를 단지 개
인적 차원을 넘어 신앙 공동체적 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은 가나안 성도 뿐 아니라 코
로나 팬데믹 상황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도활동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
III.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질문
좀 더 깊은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점을 질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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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용어에 대한 정의 문제다. 발제자는 복음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하다. 두 용어를 혼용해서 글을 쓰는 것 같아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복음전도와 제자도를 함께 연결해서 ‘과정으로서의 복음전도’를 강조한 점
은 훌륭하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통전적으로 복음전도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의 장·단점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셋째, 교회의 복음전도 활동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케리그마로 풀어내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이론과 연결시켰다. 디아코니아는 생리학적 필요
와 안전의 필요로! 코이노니아는 사랑/소속의 필요와 존중의 필요로! 케리그마는 자아
실현의 필요와 초월적 필요로! 결론 부분에서 갑자기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교회의
이 세 가지 사역이 복음전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홍성철 박사가 쓴 『전도학개론』제8장 불신자의 필요나 발제자도 인용
한 조지 G. 헌터 박사가 쓴 How to Reach Secular People을 참고할 수도 있다.1)
또 하나는 존중의 필요를 코이노니아에 포함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사
랑과 소속의 필요를 코이노니아 사역으로 보고, 존중의 필요와 자아실현의 필요를 케
리그마 사역에 위치시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자존감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복
음을 통해 깨달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1974년 스위스의 로잔에서 개최된 「세계복음화에 관한 국제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 내린 전도의 정의에 따르면,
전도는 동참(presence), 선포(proclamation), 설득(persuas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
다면, 발제자가 한국전쟁 당시 교회의 전도활동을 소개한 대부분은 ‘전도 이전 단
계’(pre-evangelism)인 동참의 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전도활동을 아우르기 보다는 전도를 위한 접촉점으로서 피전도자의 ‘드러난 필
요’(felt needs)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과 연관해서 논문 제목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논
문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고 싶다.
다섯째, 발제자는 이북 기독교인의 대거 유입이 남한 교회로 하여금 신앙의 열정
과 자립

정신, 그리고 전도의 열정을 제공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북인들의

개척정신과 자립정신이 남한 교회의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북인들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종교적 특성, 즉 만주와
조선의 교역 창구역할을 한 고려문(高麗門)을 통해 쪽 복음이 들어오고, 1907년 평양
에서 일어난 대부흥이 남한 교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더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닌지 제안해 본다.
1) 홍성철, 『전도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15), 1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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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발제자가 결론 부분에서 교회의 세 가지 사역이 한국전쟁 당시 효과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가나안 성도의 교회 이탈문제를 이 틀 안에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참고
로, 조성돈·정재영이 2013년 300여명의 가나안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교
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자유로운 신앙생활’(30,3%), ‘목회자에 대한 불만’(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19.1%), ‘신앙에 대한 회의’(13.7%) 등을 꼽았다.2)
일곱째, 한국전쟁에 비할 수는 없지만,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이 한국교회에 미치
는 영향은 가공할 만 하다. 팬데믹 속에 있는 한국교회가 한국전쟁 당시 전도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전략적으로 전도활동을 할 수 있을지 발제자의 대안을 부탁한다.
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통찰력과 학문적인 도전을 불러일으켜준 발제자께 감사
드린다. 아울러 본 논문이 차후 더 깊고 넓은 연구의 촉매제로 사용되길 소망하며 부
족한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2) 양희송,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서울: 포이에마, 2015),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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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한국전쟁과 한국교회 전도활동의 의의:매슬로우(A.
H. Maslow)의 인간욕구이론”에 대한 논찬

주 상 락 박사
(명지대학교 / 실천신학 / 선교와 전도)

남성혁 박사의 논문은 한국전 70주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한국 전쟁 시기 한국교
회의 전도사역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고 고무적인 연구이다. 2021년 현재
위드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위기의 시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복음전
도에 최선을 다했던 한국전 당시 한국교회의 전도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이 논찬에서 남성혁 박사의 논문의 공헌들을 언급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공헌
첫째, 남 박사는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이론을 한국전쟁 당시 한국교회
전도활동에 접목함으로서, 간학문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를 시도했다. 융합적
상상력으로 매슬로우의 인간욕구단계를 전도신학에 중요한 주제인 케리그마, 코이노니
아, 그리고 디아코니아와로 연결한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융합’과 ‘통섭’이라는 단어
가 주목을 받고 있고, 학문 간에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때에 전도학, 심리학, 그
리고 역사학의 만남은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훌륭한 시도이다.
둘째, 남 박사의 논문은 위기의 시기 한국교회에 전도, 선교, 그리고 목회사역에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참고자료가 된다.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우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며, 콘스탄티누스식의 권세나 콘스
탄티누스 이전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다”1)라고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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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목회환경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코로나 이후 새
로운 목회적, 선교적 접근 방법이 필요할 때이다. 위기의 시기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남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의 방향과 목적을 정립해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 박사의 논문은 한국의 위기의 시기인 한국전쟁 당시 전도를
연구함으로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
셋째, 남 박사는 전도의 의미의 다양성을 제시한다. 그는 전도와 제자도의 전문가
답게 한국전쟁 당시 한국교회의 다양한 전도 활동을 언급한다. 특별히 당시 전도가 초
대교회의 복음전도 방식과 유사하다는 발견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제안
필자는 남 박사의 미래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도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데이빗 보쉬(David J. Bosch)는 바
렛을 인용하여 ‘복음전도’ 또는 ‘복음화’라는 단어의 정의가 79가지 이상 정의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2) 이것은 ‘복음전도’ 또는 ‘전도’를 분명히 정의 할 필요가 있다는 뜻
이다. 논문에서 언급한 한국전 당시 한국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은 학자에 따라 전도사
역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보쉬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언급함으로
서 두 단어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는 몰트만을 인용하며, “복음전도는 선교이지만 선
교는 단순히 복음 전도가 아니다”3)라고 말한다. 즉, 보쉬와 몰트만은 복음전도는 선교
의 부분집합으로 이해를 했다. 여러 전도학자들도 선교학자들처럼 ‘전도’의 의미를 정
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교와 전도의 관계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앞에 제안과 연결
이 된다. ‘통전적(총체적) 전도’? ‘통전적(총체적) 선교’? 선교와 전도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 할 수 있을까? 글에서 언급한 한국전 당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사역들
은 ‘통전적 전도’보다는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로 대신하면 어떨까? 보쉬는
“선교는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제적 궁핍에서... 인간을 노예 상태로부터 자
유케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4)라고 강조하며 전도와 선교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1) Lessile Newbigin/홍병룡 옮김,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IVP, 2007), 414.
2) David J. Bosch/김만태 옮김, Transforming Mission, 『변화하는 선교』 (서울:기독교문서선
교회, 2017), 635.
3) Ibid., 638.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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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복음전도를 폭 넓은 선교의 필수 요소로 생각한다. 즉, 전도는 교회의 모든 선교
에 배여 있지만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이론처럼 ‘총체적’이라 의미와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데로 ‘전도’와 ‘선교’의 분명한 관계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심리학적 다양한 욕구이론과 관련된 사역이라면 ‘통전적 전도’라는 용어보다는
‘총체적 선교’를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셋째, 제자도의 과정과 매슬로우의 인간욕구단계의 순차적 연결 관계를 보다 상
세히 설명하기를 제안한다. 논문에서, “본 연구가 전도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지속적인
제자도의 과정으로서 이해한 것은 매슬로우의 인간욕구단계가 서로 순차적 연결이 있
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나태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제자도의 과정과 매
슬로우의 인간욕구단계의 연계성을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도와 매슬로
우의 인간욕구단계를 통전적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자도의 의미와
전도와의 관계성, 그리고 매슬로우의 이론과의 연계성을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남성혁 박사의 논문은 심리학과 전도학을 연결한 간학문적 연구이다. 또한, 이 논
문은 과거의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전도사역을 교훈 삼아 지금 한국교회 위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연구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에서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자는 과거를 돌이킬지어다. 인간사는 선대의 그것을 닮게 되나니. 이
는 그 사건들이 그때 살던 사람이든 지금 사는 사람이든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들
에 의해 창조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며, 그로써 그것들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은 배울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해 과거를 돌이켜 보며 현재 위드 코로나시대, 그리고 미래 포스트 코로
나시대에 훌륭한 선교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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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한국전쟁과 한국교회 전도활동의 의의:매슬로우(A.
H. Maslow)의 인간욕구이론”에 대한 논찬

노 원 석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 상담심리)

1. 본 연구의 중심논지와 공헌점
본 논문은 한국전쟁과 전쟁 이 후 한국사회에서 발생된 교회의 사역 가운데 전도
적 활동을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이론과 접목하여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졌고 어떤 영향
을 끼쳤는지를 연구한 글이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첫 번째, 한국전쟁과 이 후 사회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과 목회적 활동들을 소개하고 전도적 관점에서 이끌어
낸 점이다. 한국전쟁은 한국 현대사에 빠질 수 없는 비극의 역사이다. 하지만 그 비참
함의 시간들 이 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룬 기적의 역사 또한 우
리는 지니고 있다. 그 역사의 전개 가운데 교회는 존재하였고, 어려웠던 사회적 현실
가운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적 활동들을 이루어 나아갔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
과 상황들의 소개, 그 가운데 교회의 다양한 구제사업과 치유사역, 또한 이북 기독교
인의 남쪽으로의 이동, 남한 정부의 친기독교적 정책 등 전쟁 당시와 그 이 후 이루어
진 교회의 모습과 전도사역의 기록들을 세밀하게 논의한 부분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국전쟁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전도활동을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이론
이론으로 해석한 부분은 특별한 시도이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기본적 욕구로부터 고차원적인 욕구의 성장 과정이 있음을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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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인간욕구의 심리적 측면을 전도적 활동과 연결시킨 시도는 전도와 심리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전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인간의
마음에 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욕구와 만날 수밖에 없으며, 그 욕구와의
연결과 충족이 곧 복음을 수용하는 토대가 되고 효율성을 좌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매슬로우 이론과 한국전쟁와 연관된 전도활동과의 접목은 흥미로우며, 향후 전도적
방향에서도 건설적인 시도라고 말하고 싶다.
2. 본 연구의 논의점
본 논문의 공헌점과 더불어, 논평자가 느끼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자면,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전도와 매슬로우 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한 공헌점이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매슬로우 이론의 특징 중 하나는 위계 이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위단계에서 그 단계에 필요한 욕구가 충족이 되
면 그 다음 상위단계로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보통 논문에서 어떤 다른 이론이나 방법
론을 접목한다면 그 이론이 지닌 전제나 특징의 중요한 부분을 적용하게 된다. 그렇다
면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쟁과 이 후 사회 상황에서 매슬로우의 하위단계에서의 욕구
의 충족이 이루어진 후 이 후 그 다음 단계로의 충족.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
는 방식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의 전도활동과 각 위계
이론의 중첩적인 접목은 발견되어지나 단계적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매슬로우 이론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쟁과 이 후
사회에서 이루어진 한국교회 전도의 모습과 이에 연결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
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소개되어진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인 존경의 욕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존경의 욕구가 전쟁과 연결된 한
국교회의 전도활동에서 미비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을 수 있
다. 하지만 적어도 존경의 욕구가 본 논문에 중요하게 접목된 심리 이론 중 하나에 해
당하는 요소라면 논의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 번째, 매슬로우의 이론 중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연구자는 자아실
현 욕구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자신의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 기술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욕구를 뜻한다. 이는 인본주의의 대표적 관점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개혁주의적 관점과는 정 반대이다.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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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운동과 새벽기도회는 신도 개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기초적인 결
핍의 충족을 넘어서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국교회가 제시하였
다’라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는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의 맥락과
‘하나님 중심’이라는 성경적 관점과의 사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든다.
네 번째, 연구자는 ‘나가는 말’에서 매슬로우의 이론이 케리그마, 코이노이아, 디
아코이나 세 가지 차원이 교회 사역에 필요한지를 인식하도록 돕는다고 논지를 던지
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영역이 복음전도에 전도 전략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이
는 한국교회에 이탈자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필
자가 생각할 때, 이 논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고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보
이는데 논문의 흐름을 정리하는 마무리의 시점에서 논하기에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교회 안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이제는 얼마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쟁의 관
련된 전도사역을, 더구나 매슬로우의 심리이론과 접목했다는 어려운 시도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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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발표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공성, 그리고 한국교회

김 상 덕 박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 실천신학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I. 들어가는 말
대전환의 시대에 놓여있다. 2020년 인류사회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라
는 거친 풍랑 속에 표류 중이다.1) 비말을 통한 쉽고 빠른 감염경로와 약 2주간의 잠
복기, 예측불가능한 변형 등의 문제로 방역 및 치료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코
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삶의 ‘당연한 것’(normal)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new
normal)으로 바꿔놓았다. 원격 회의와 재택근무, 랜선 라이프 등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 주문이나 배달 업체를 이용한 삶의 방식이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스크는 삶의 일부가 되어 가는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언쟁이나 갈등도 종종 일어난
다. 낯선 사람에 대한 인식의 여부는 부정적이고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
다.
코로나19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빌 게이츠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
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 이 글은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주최한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연속 강연의 일환으로 발표
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코로나19’(COVID-19)의 정식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다.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방역 관련 공식 웹사이트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중
-19(COVID-19)>를 참조하라. 홈페이지 주소: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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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름이면 백신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완전한 종식
까지는 2022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다.2) 다른 한편으로는, 방역이 가장
중요한 안보(security)의 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우선적인 중앙통제 방식이
나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첨예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전지구
적인데다 그 문제의 층위 또한 매우 복잡하다.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어쩌면 ‘포스트-코로나’를 논의하기엔 이른 감도 없지 않
다. 방역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국내 상황에 집중하여 관찰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교회의 모
습은 어떠했는지 나아가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필자
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두된 한국교회의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사회적 재
난’(social disaster)의 의미, 재난에 대한 두 가지 기독교적 해석, ‘공공성’(혹은 공동의
선, common good)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II. 사회적 재난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재난’(social disaster)이란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벌써 6주년이 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당시 그런 불
행한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개인의 욕심과 정부의 무능과 언론의 왜곡 등
이 여러 차원에서 얽히고 설켜 일어난 것인지를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한국교회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인간의 죄악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발생한 ‘사회악’ 혹은 ‘구조적
악’의 실체로 이해하고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였다.3) 공교
롭게도 그 기간이 교회력으로 고난주간과 겹치기도 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죄의 문제는 ‘나의 죄’를 위한 것(개인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
들, 그로 인해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사회적인 영역)이란 사실을 체감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을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재난이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말한다.4) 법률적 정의로는 재난을 “국민의
2) 정영훈, “[글로벌 돋보기] 1962년 이탈리아 삽화가 2022년 코로나19 일상 예언?”, KBS뉴스,
2020년 9월 17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06562)
3)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학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세월호 이후에도 ‘삶’은 가능한가』 (서울: 현암사, 2014); 한국문화신학회,
『세월호 이후의 신학: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5); 김민웅 외,
『헤아려본 세월』 (서울: 포이에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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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자연 재
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5) 이 가운데 ‘사회 재난’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나. 사회 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
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6)

자연 재난은 그 원인이 오로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기인하는가에 의해 결정된
다. 반면, 사회 재난의 경우 사회적 기반이나 시설, 환경 등의 영향을 함께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 재난에 감염병이 포함되는 이유는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이에 대한 방역 및 치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이
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전례 없는 위기이며 전지구적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 또한 시민 개인적인 노력 뿐 아니라 국가 및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인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재난이란 개인적인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의 어려움을 의
미하며 인권(human rights)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고 있다. 국가는 시
민의 기본 권리에 위해를 가하는 다양한 위협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는 국가의 역할을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하는 전통적 개념으로서의 ‘국가 안
보’(national security)를 넘어, 이제는 다양한 위기·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인간 안
보’(human security)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안보 위기인 전
쟁이나 테러뿐 아니라 사이버범죄나 기후 위기, 재난재해 등과 같은 위기로부터 시민
을 보호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핵심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질병 및 전염병은 인간 안보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서 이 분야를 ‘보건 안
보’(health security)라고 칭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보건 조치
은 곧 ‘안보’(security)의 문제인 것이다. 다양한 안보의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오늘날 정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한국
의 방역 및 대응체계에 대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9월 18일 기준, 한국의 누
적 확진자 수는 22,783명이고, 이중 완치된 확진자 수는 19,771명, 치료 및 격리 중인
확진자는 2,635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37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7) 한국과 인구가 비슷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3조 1항(검색일: 2020. 9. 5).
6) 위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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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페인과의 경우, 약 6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수가 3만 명을 넘
어서고 있다.8)
피해 규모로는 미국, 인도, 브라질 순으로 가장 높지만9), 확진자 대비 사망률을
봤을 땐 예멘, 영국, 이탈리아 순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흔히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서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영국(12.2%), 이탈리아(12.2%), 벨기에(10.2%) 등의 나라에
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10%가 넘는다는 점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10) 반면
에, 같은 서유럽 국가임에도 독일의 경우 사망률이 3.5% 수준으로 주변국들과의 뚜렷
한 대조를 보인다.11)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비롯할까?
이러한 수치가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
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대응 정도에 따라 사망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한 접근이지만, 한 사회의 ‘구조’(system), ‘의료체계’(medical
infrastructure), ‘재난(질병)대응 매뉴얼’과 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사회를 이루
고 있는 거대한 차원의 사회구조 및 문화의 실체를 깨닫게 한다. 우리가 코로나19 위
기를 ‘사회 재난’으로 정의하는 데에는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재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
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재난은 왜?’, 두 신학자의 엇갈린 답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양한 신학적 입장과 교회의 반응들이 쏟아
져 나왔다. 그 중 일부는 너무 섣부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걱정하는 내용들도 있었
다. 그러나 그만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리 일상에 가져온 변화가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 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
7) 2020년 9월 18일 기준.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coronaboard.kr) 참조.
8) 위의 통계.
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확진자 수는 국내외 유동인구의 조율에 따른
정책적 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인 인구수와 인구밀집도 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반
면, 사망자 수는 빠른 확진 진단과 이에 대한 의료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요소의 영향을
더 받는다.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 유럽 국가 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10) 이밖에 프랑스(7.5%), 네델란드(7.1%), 스웨덴(6.7%) 등으로 높은 비율의 치명율을 보이고
있다.
11) 이런 차이는 초기 대응에서 더 두드러졌다. 6월의 경우,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이 10% 수준
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을 때, 독일은 2.5% 수준의 사망률로 비슷한 환경에서도 차이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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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신학적 입장과 해석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통
치와 섭리를 강조하며, 모든 고통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음을 강조한다. 존 파이퍼
(John Piper)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깨
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분명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계기를 통하여 개인적
회개와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다.12) 또 다른 입장으로는 고통의 원인이
나 이유에 대해선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보적인 견해를 지닌 신학자들
이다. 예를 들어, 톰 라이트(Tom Wright)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고통의 원인 등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
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고, 더 나아가 개인적 연대와 사
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13)
이 두 상이한 입장은 코로나19 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그 강조점과 실천의 방향에
서 차이를 가져온다. 첫 번째 입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원인을 죄와 심판의 문
제로 이해하고 있으며 회개와 구원을 강조한다. 두 번째 입장은 재난과 같은 원인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대신 현 상황을 해결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연대할
것을 강조한다. 전자는 종교적 해석과 대안을 제안하고, 후자는 사회적인 상식과 함께
현실적 실천을 강조한다. 아래는 두 신학적 입장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실천의
방향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입장

고통의 원인보다 애통과 연대

1. 자신에게
-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회개
- 하나님께

1. 자신에게
- 마스크,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한다
- 방역 및 보건 시설의 도움을 받는다

2. 다른 사람에게
-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므로 회개를 촉구한다
- 말세가 가까이 왔으며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를 믿고 구원받아야 함을 전파한다

2. 다른 사람에게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협조한다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을 돕는다

<표11> 고통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 따른 상이한 실천 방향
두 가지 입장 모두 성서에 기초하고 나름의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
12) 존 파이퍼(John Piper)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존 파이퍼/조계광 옮김,
『코로나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서울: 개혁된실천사, 2020)을 참조하라.
13) 톰 라이트/이지혜 옮김, 『하나님과 팬데믹』 (서울: 비아토르,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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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특별히 구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
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이라는 교리적 틀 안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
러나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신학적 틀, 즉
교리적이고 고백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해석의 틀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것을 죄의 문제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신학적
견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죄와 구원’이라는 교리적 틀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한 우
려를 표하는 것이다.
혹자는 묻는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소위 신정론
(theodicy)에 관한 질문이다. 이는 수천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
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
나 필자의 관심은 신학적 논증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접근방식의 전환에 있다. 기
존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고통의 문
제에 대해 너무 섣부른 해답을 구하지 않았는가?’라는 방식으로 말이다. 왜냐하면 섣
부른 판단은 또 다른 오해와 고통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부인할 그리
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구원
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면, 지금 현실에서 고통 받는 내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자칫 가
볍게 치부할 소지가 있다. 마치 영화 <밀양>에서 납치범에게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신애(전도연 역)가 그 상실을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에 대해 오
히려 잘된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영화 <밀양>이 끈질기게 파고드
는 문제의식은 신애의 상실과 아픔에 대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종찬(송강호 역)의 역할과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
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상
황에서 이런 계기로 인류의 죄와 구원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태도이다.
이런 섣부른 태도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한 고통의 문
제들을 죄와 심판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소위 ‘교회 안’ 성도만
을 위한 신앙 교육과 태도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되어 왔다. 신앙의 영역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사회적 문제와 세상의 방식을 이분법
적으로 경계한 나머지, 신앙이란 오직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전유
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신앙이 사사화(privat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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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되었다는 비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언론 및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은 두 가지 부정적 현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하나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
받기는커녕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능력을 잃게 만들거나 혹은 이미 없는 집단으로 여기
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특별히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쉽게 신학적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오만함은 피해야 한다. 누군가 자
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거나 다른 이에게 전할 때 그것이 초래
할 결과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혼란의 시대, 일부 목회자들
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듯이 확신에 찬 말과 행동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 인
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그래서 더욱 인류는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함을 보여주
는 것이 미덕이 아닐까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종교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종교지도자는 교주가 되며, 사회적인 상식과 타자에 대한 이해도, 공감능력도,
현실감각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 유감스럽게도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두 번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두 가지 교회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신천지 교
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제일교회이다.

IV. 한국교회 수난사: 대구와 서울,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국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두 번의 확산 시
기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국
내에 첫 유입되었던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를 1차 확산기로 보는데 이때까지 1일
최대 확진자의 수는 5명에 불과하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과 방역 체계에 대
해 전 세계가 주목하였고 소위 ‘K-방역’이라는 말이 유행이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상
황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게 한 장본인은 2월 18일 이후부터인데, 그 유명한
“31번 확진자”로 인한 대구 신천지교회의 집단 감염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보름 정
도 지난 3월 5일, 국내 확진자 수가 5,000명이 넘었을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65%를 넘기도 했다.14)
기독교 내부에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일명 신천지를 이단 및 사이비 집
14) 김수영, <KBS 뉴스광장 1부>, “국내 확진 65.6% ‘집단 감염’… 최대는 신천지대구교회”,
2020. 3. 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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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인식하고 반대운동을 해왔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신천지라는 이름도 생소하거
니와 일반 교회와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감염 사례로 인하
여 그 이름과 실체가 드러난 점은 신천지로 인해 가족과 멀어지고 일상적인 삶을 잃
게 된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많은 언론이 신천지를
보도하면서 이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집단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보도를
했으며 이런 비판으로부터 일부 교회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세속 언론이 종교를 보도할 때엔 종단 간의 차이나 교리적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
는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언론이 신천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이유는 대구 신천지
교회로부터 발생한 집단감염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모임장소, 교인명부,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천지 내부의 특수성과 포교방식 등의 이유로 자신
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은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역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과 상관없이 신천지
의 집단적이고 비협조적 태도가 비판을 받은 것이다. 결국, 언론이 신천지를 비판적으
로 보도한 것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기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동의
선’(common good)에 위해를 가한다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둔 것이다.
이런 세속 언론의 비판적 기능은 한국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구에 이
어, 두 번째 대규모 집단감염의 사례가 발생한 곳은 서울 한 복판인 광화문 광장이었
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은 정부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광화문집회를 강행하고 성도들의 참석을 권유했다. 이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8
월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천명이 넘었고, 광
화문집회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36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30%는 비수도권에
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주요 발원지로 지목을 받
기도 했다.15)
대구와 서울, 대구 신천지교회와 사랑제일교회는 분명 일부이긴 하나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종교집단으로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의 태도는 방역 및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일부 교회가 정부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함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논조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일부 시각에서는, 세
속 언론이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식의 선과 악의 이분법적 항변을 하거나 현 정부 및
진보적 언론이 반기독교적이라는 식의 색깔론을 꺼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언론 및 미디어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형성은 하루 아침에 생겨난
15) 조혜정&김윤주, <한겨레>, “사랑제일교회 확진 1천명 넘어… 광화문집회 감염도 369명으
로”, 2020. 8. 30.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99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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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박진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언론에 재현된 한국교회의 부정적 이미
지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
나19 국면은 한국교회를 향한 “대중의 비판적 반응을 압축적으로 가시화한 기간”이라
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이 이제는 비난과 조롱으로, 나아가 '혐오적'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 셈”이라고 평가한다.16)
이런 주장에는 역시 한국교회가 사회와 소통하기를 포기하고 사사화된 신앙과
‘교회’만을 위한 신학과 실천 등을 강조해 온 결과,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우리가 믿는 교리나 신학적 우
수성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세속 공론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
리 사회에 ‘공동의 선’을 위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여하는가가 중요하다. 그 기준을
채우고 그들의 기대를 맞출 때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며 교회가 하는 말(복
음전도)도 귀 기울여 듣게 될 것이다. 박진규는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뼈아픈 실
수들이 있었지만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 국면에서 생산된 미디어 텍스트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 사회로부터 괴리
돼 있으며, 세상과 소통적 관계를 맺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하는지를 분명
하게 보여 줬다. 동시에, 재난의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한 세속 사회의 '기대'는 무엇
인지, 또 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준다.17)

흔히 종교를 구분하는 용어들이 있다. 예를 들면, 고등종교와 사교, 정통교단과
이단, 그리고 사이비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정통교단이란 오랜 세월 역사적 뿌리
가 분명하고 전통이 이어져 온 공적인 주류교단들을 지칭한다. 이단이란 여기서 교리
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신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로, 성령론 등의 신학적 해
석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사이비란 구조나 제의 등은 여느 종교와 비슷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이비는 신자들을 현혹시
켜 일상생활을 불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형태의 교리와 신앙을 강
요하곤 한다. 따라서 사이비는 종교라기보다 사교에 가깝다.
고등종교와 사교의 구분은 신도의 수나 조직, 규모 등 외부적 형식에 있지 않다
고등종교란내부적 교리 체계 외에도 외부적인 인정이 필수적이다. 그 종교의 세계관의
우수성, 종교적 실천이 가진 도덕적인 우수성과 이를 넘어서는 대사회적인 메시지와
대안적 실천의 사례들이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비록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무릇 종교란 비신자와는 다른 높은 수준의 자기 절제와 희생과
16) 박진규, <뉴스앤조이>, “코로나 시대가 폭로한 한국교회의 '대중 언어 리터러시'”, 2020. 11.
16.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44
17)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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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습으로 사는 개인 및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 종교의 우수성은 당시 사회보다
더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종교는 세속사회와 분리되어 대척점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상식과 합
리성을 포함하여 나아가 그것을 초월하는 형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천지가 보여준 모습은 전형적인 사교집단의 모습이었다. 자
신들의 신원이 알려지면 그동안 개신교인으로 위장해서 전도하던 방식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정부에서 감염자 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았
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천지라는 집단이 그리 신뢰할 만한 종교가 아니라는 판단 근
거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떤가? 적어도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여준 한
국교회의 모습은 일반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판단을 하도록 하였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공성’이라는 거울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

V. 나가는 말 : 공공성 회복이 절실하다!
다시, 공공성이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설명하는 많은 개념과 용어들이 있지만 필
자가 바라보는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공공성의 위기
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죄와 심판 등의 단순하고 교리적인
관점으로 너무도 쉽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모르
겠다. 정부의 방역지침이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위생, 보건, 의료 체계들을 신앙의 이
름으로 무시하거나, 정부의 비대면 예배에 대한 권고 조치를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만 이해하는 방식의 관점으로는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
가는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오히려 사회적 상식과 어긋난 비합
리적이고 이기적인 사교집단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한국사회라는 현장 속에서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과도 같다. 복음이 이 세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
람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회적 책임
을 다할 수 있었을까?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초유의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구약의 지혜서인 욥기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은 인류의 지식 밖에 위치한
영역의 문제임이며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말 것에 대해 말한다. 어쩌면 여기
서 신앙이란 우리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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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현될 것을 믿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권지성은 욥을 불의와 부조리로 가
득한 세상에 대해 저항하고 하나님에게조차 질문하고 의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질
문자로 이해하기도 한다.18) 간혹 어떤 문제들은, 아마도, 대답이 아니라 질문하고 의
심하는 것이 신앙이란 생각이 드는 이유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믿는다
면, 오늘 벌어지는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 ‘모든 고통엔 이유가 있지. 결국 하나님의 심
판이야.’라는 친구들의 섣부른 대답 대신, ‘하나님 어째서 이런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가요?’라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일지도
모른다. 그 회의적 신앙(skeptic faith)이야말로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간편하게’ 하
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의 문제와 해결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할 것이고,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
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욥의 친
구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 고통 받는 자
와 함께 하는 것,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주장하여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겸손하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공적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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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공성,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논찬

김 은 홍 박사
(백석대학교 / 실천신학 / 선교신학)

* 논문요약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예측불가능이라는 문제에 부딪힌 가운데 방역 및
치료에 난항, ‘당연한 것’(normal)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new normal), 원격 회의와
재택근무, 랜선 라이프로의 일상화, 현실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국내 상황에 집중하여 관찰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나아가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두된 한국교회의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사회적 재난’(social disaster)의 의미, 재난
에 대한 두 가지 기독교적 해석, ‘공공성’(혹은 공동의 선, common good)이라는 세 가
지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쏟아져 나온 신학적 입장과 교회의 반응들 가운데 두
가지 입장을 대비하고 있다. 하나는 존 파이퍼(John Piper)를 대표로 하는 견해로 하
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강조하며, 모든 고통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는 입
장이다. 다른 견해는 톰 라이트(Tom Wright)의 입장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고통의 원인 등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코로나19
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고, 더 나아가
개인적 연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
다”는 견해이다. 전자는 종교적 해석과 대안을 제안하고, 후자는 사회적인 상식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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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현실적 실천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사화
(privatization of faith)되었다는 비판을 전제한다.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드러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공공성의 위기’라는 논지를 밝힌다. 따라서 마지막 결론에서는
‘공동의 선’(common good)의 회복을 제시한다.
* 논문의 가치와 질의 사항
1. 논문에서 “고통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면, 지금 현실에서 고통 받
는 내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자칫 가볍게 치부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에서 구원의 문
제를 개인적이며 영적인 측면으로 규정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한 유일성을 가져야 하지만 구원은 그 범위가 우주적이며 통전적 측면을 견지해
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측면과 사회적 측면 모두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2. 본 논문의 전제는 교회와 세상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어 보인
다. 교회와 세상이 동일하지 않다. 세상은 항상 교회를 대적하는 대상이며 선교의 대
상이다.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에 칭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
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며 지상에 위임된 대리자(agency)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
할은 과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3. 내용 중에 “역시 한국교회가 세속 사회와 소통하기를 포기하고 사사화된 신앙
과 ‘교회’만을 위한 신학과 실천 등을 강조해 온 결과”를 단적으로 제시하여 교회의
세상과의 소통의 미흡한 측면을 원인판단하고 논지의 근거로 삼는다. 설사 그러한 측
면이 있다는 심증이 가더라도 이 논문에서 기·승·전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나 객관적
인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와 세상의 소통의 부재, 괴리가
전적 교회의 책임으로 본다면 이제껏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긍정적인 내용
을 부정하는 결과에서 출발하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만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원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근거가 필요하리라 보인다.
4. 본 논문 저자는 한국교회가 사사화(privatization of faith)되었다는 비판을 전제
로 한 내용을 마지막의 결론에서는 ‘공동의 선’(common good)을 제시한다.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공공성의 위기’라는 논지를 밝힌다. 이
논술과정에서 이단(신천지)을 포함하여 극단적인 견해를 밝힌 한두 개 교회가 주도면
밀하지 못한 대책 없이 실수한 모습은 동의된다. 그럼에도 논평자가 느끼는 아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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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면 이러한 몇 교회가 범한 실수로 인해 전체 교회가 가지는 공공성을 해친 결
과로 평가되는 것은 과잉 일반화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특별
한 상황의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하
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수많은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접하
게 되는 현실 상황에서 언론의 편견과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호불호 및 정반 대립
과 이에 따른 세속사회의 부정확한 인식들이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
는 손에 의해 사회의 혼란함을 가중시키는 동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교회가 사회
(세상)에 공공성을 해치는 원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
다. 역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지? 또는 교회의 공공성이 회
복된다고 가정하면 과연 세상이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가질 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따라서 여전히 Covid-19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교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는 지, 교회가 공공성 위기를 반성하기만 하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 숙고해 볼 문제이다.
* 수정 사항
1p. 전지구적인데다→전 지구적인데다
1p. 성찰해보고자 한다.( [省察] :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핌) → 살
펴보려고 한다.
2p. 얽히고 설켜 일어난 →얽히고설켜 일어난
5p. 수천년→수천 년
참고문헌이 생략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길지 않으면서도 시대적인 상황에 이슈가 되는 귀한 논문을 통하여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놓치고 있는 공공성이란 부분에 대해 정리해 주신 점을 높이
산다. 본 논문을 통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신 김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논평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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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공성,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논찬

남 성 혁 박사
(명지대학교 / 실천신학 / 선교학)

코로나19로 인하여 뉴노멀이 일상이 되어가는 현상이 일 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지적인 현상이 아닌 온 인류가 불가피하게 경험하고 있는 전 지구적 현
상인 동시에 그 끝을 쉽게 내다볼 수 없는 장기화 현상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당연함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를 잡는 것이다. 한국교회도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현상에
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은 한국교회에게도 매우 중차대한 질문과
도전을 주고 있다.
김상덕 박사는 본 연구에서 코로나19상황에 대하여 3가지의 측면을 조명하여 논
리적 전개를 펼쳐가고 있다. 첫째, 과연 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가?
둘째, 이러한 재난에 대한 기독교 진영이 상반되는 두 가지 해석. 셋째, 신앙의 사유화
와 공공성. 이러한 전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쏟아져 나오
는 코로나19와 사회에 대한 수많은 분석들 사이에서 다소 차분하게 이야기들을 정리
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취해야할 입장을 제시하면서, 그 이면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드러난 한국교회의 민낯에 대하여 반성과 더불어 기울어진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지적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개
인의 구원의 문제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하여 억눌리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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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책임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염병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
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그리고 개교회에서는 대면예배의 제한이라는 직접적
인 영향을 통하여 결코 개인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님을 현재에도 경
험하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있다. 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인 것은 세속사회가 한국교
회를 맹렬히 비난하는 이유와도 연결이 된다. 교회의 집단적 모임 체재가 대한민국 사
회의 ‘보건 안보’(health security)’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세속사회가 전염
병에 의하여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 상황에
대하여 대답해야만 한다.
김상덕 박사가 정리한 재난에 대한 두 가지 기독교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의 원인을 죄와 심판의 문제로 이해함으로써 회개와 구원을
강조하는 진영이다. 이들의 견해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강조하며, 모든 고통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음을 강조한다. 둘째, 이 재난의 원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대
신 현 상황을 해결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을 강조한다. 전자는 종교적 해
석과 대안을 제안하고, 후자는 사회적인 상식과 함께 현실적 실천을 강조한다.
김상덕 박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해석의 틀로 죄와 심판의 문
제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것을 죄의 문제로 환원하는 오류
를 범하게 되며, 교리적 틀로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단순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현실의 고통에 대하여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가볍
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서로를 비난하는 양상
은 원인의 희생양을 찾으려는 세속적 접근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또한, 김상덕
박사는 이러한 교회의 태도는, 신앙의 사사화라는 비판을 더한다. 세상과 교회를 이분
법적으로 분리하여, 신앙을 교회 안 혹은 개인의 영역을 축소해버렸기 때문에, 신천지
나 사랑제일교회의 사례를 통하여 교회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덕 박사의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의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종교적 교리나
내부사정과 상관없이 그 집단의 사회적 공공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다는 주장은 한국교회가 귀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다. 전도학자로서 개교
회의 전도방식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파자 중심, 곧 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입장에서 세
상을 해석하는 오류를 흔하게 범한다. 세상을 이해하거나, 교회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진리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신
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공공성의 측면을 통한 전도와 선교
는 바람직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비추어 볼 때에도 매우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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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한국교회와 세속사회 사이의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교회들이 교회만을 위한
신앙활동을 지속한 결과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고,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한국사회는 여전히 한국교회를 향하여 더 높은 도덕적이
고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상덕 박사는 “오늘의 한국사회라는 현장 속
에서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
과도 같다.”라는 대답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할 사명의 잃어버린 중요한 모습일 것이
다.

질문1)
일선교회는 비대면예배 전환으로 TV나 인터넷을 통한 설교, 통신을 이용한 연락
정도가 전부이다. 일체의 병원심방은 허가되지 않으며, 장례조차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염병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교회 밖으로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한다
는 주장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대안에 대한 예시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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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공성,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논찬

배 종 열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 신약학)

온 세상은 2020년 초부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뀐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된 코로나 19시기에 한
국교회의 공공성을 다루는 본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 하겠다. 김 교수님은 본
논문에서 비록 “코로나 19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한국교회의 모
습은 어떠했는지 나아가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님은 “사회적 재난의 의미, 재난에 대한 두 가지 기독교적 해석, 공공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그 고민을 풀어간다.
먼저, “사회적 재난의 의미”에서 코로나 19 재난의 성격을 파헤친다. 김 교수님은
재난은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있음을 보이면서 코로나 19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
것으로 분류한다. 또한, 김 교수님은 코로나 19는 개인의 영역을 벗어난 국가 안보의
문제로써 굳이 말한다면 “보건 안보”에 해당하는 문제로 규정한다. 김 교수님의 이런
이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짐작하게 한다. 코로나 19는 사회 재난이
자 보건 안보이니, 사회적으로 풀어야 함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재난은 왜?, 두 신학자의 엇갈린 답변”에서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두
신학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존 파이퍼의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입장”과 톰 라이트의
“고통의 원인보다 애통과 연대”를 비교한다. 김 교수님에 따르면, 존 파이퍼는 고통의
원인이 죄의 심판이므로 “회개와 구원”이라는 “종교적 해석과 대안을 제안하고,” 톰
라이트는 고통의 원인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보해야 하고 “사회적인 상식과 함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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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을 강조한다.” 김 교수님은 사회 재난이라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죄와 구원이라는 교리적 틀로 단순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이런
“섣부른 판단”이나 “섣부른 태도”는 “또 다른 오해와 고통을 불러올 수” 있고, 이것은
결국 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신앙이 사사화”되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김 교
수님은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공공성”에 대하여는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진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를 다루고 있다. 김 교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대구와 서울, 대구 신천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는 분명 일부이긴 하나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종교집단으로
서 코로나 19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고 평가한다. 이들은 정부 “방역 [지침] 및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 어긋”남으로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기를 거부했다고 진단한다.
이 논문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상황에 절실한 주제이다. 이 시기에 교회
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매우 값진 신학적 토론이라고 보인다. 누구나 고민할 수
있으나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신학이 사변화 되지 않고 교회의
문제를 좀 더 다가가 들여다보면서 교회를 위한 고민은 매우 값진 일이라 보인다.
둘째, 신학과 교회의 조화이다. 김 교수님은 신학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여준
다. 이른바 신학과 교회를 밀접하게 연결하여 연구하는 일은 옳은 길이라고 보인다.
셋째, 정성이 들어간 논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독성이 매우 뛰어나고, 데이
터가 구체적이고, 오자가 딱 한 군데(“그는 코로나19 팬데믹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
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4쪽 2-3줄])
만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연구자의 학문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엿볼 수 있
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도 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질문은 기독교의
교리(구원론 등)에 충실하면 사회와 소통하기를 반대하는 은둔적이고 고립적으로 되는
가 하는 질문이다. 김 교수님은 “다양하고 복잡한 고통의 문제를 죄와 심판의 문제로
단순화” 하면 “신앙의 영역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신앙이 사사화 된다”고 한다. 과
연 구원은 그리스도인을 사회와 단절하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구원은 세상과 상관
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질문은 존 파이퍼의 주장을 무리하게 정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
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1부 “코로나바이러스를 다
스리시는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강조한다. 2부 “하나님은 코로나바이
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서는 여섯 가지 의미를 제시한다. 파이퍼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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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의미에서 회개뿐만 아니라 선행도 강조한다. (1) 그는 회개를 강조한다. 여섯 가
지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에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악한 태도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받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할 것이다”(파이퍼, 81)하
고, 또한 네 번째 의미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
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다”(파이퍼, 91)고 분
명하게 견해를 밝힌다. 물론 그는 “모든 불행은 타락의 결과, 곧 하나님을 멸시한 죄
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겪는 고난이 모두 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인 것은 아니다”(파이퍼, 81)고 단서를 붙인다.
(2) 파이퍼는 회개뿐만 아니라 선행도 강조한다. 그는 여섯 가지 의미 가운데 다섯째
의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
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파이퍼, 105)라고 한다. 이
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쓰고,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풀려고 힘써야 한다”(파이퍼, 110)고 주장한
다. 그는 로마 제국에서 역병이 나돌 때 사람들은 아픈 이들을 버려두었으나 그리스도
인들은 이들을 바로 돌보아 이교도들을 구원한(파이퍼, 111-113) 공공성의 역사가 있
음을 상기시킨다. 이 선행은 바로 공공성인 셈이다. 따라서 존 파이퍼는 회개만이 아
니라 회개와 선행을 강조한다. 그런데 김 교수님은 존 파이퍼의 한쪽은 무시하고 다른
한쪽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으로, 두 가지 제안이 있다. 첫째 제안은 재난 분류의 기준을 성경의 분류에
서 찾았으면 하는 것이다. 김 교수님은 제1장에서 재난을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시민들의 상식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성
경에서 말하는 재난을 기준으로 한다면 달라질 것이다.
둘째 제안은 제2장과 제3장의 연관성이다. 제2장에서는 신학적으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는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제3장에 연결되어서 존 파이퍼의 입장을 따른
대표적인 교회와 톰 라이트의 입장을 따른 대표적인 교회를 비교함으로써 그 결과를
제시했더라면 더 신학적으로 의미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교회의 부정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교회의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면 좋은
사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것은 소통을 위한 단계일 것이다. 이 논
문은 이미 많은 고민 속에서 쓰였으므로 한국교회에 좋은 고민을 던질 것으로 확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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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발표
명예-수치 관점에서의 복음제시에 관한 고찰

김 선 일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선교와 문화)

I. 들어가는 말
전도 사역의 중심에는 복음 제시(the gospel presentation)가 있다. 복음 제시는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를 전달하는 방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삶의 맥락에 따른 복음의
이해를 담고 있다. 신앙 공동체가 고백하는 복음의 토대적 이해는 보편적이지만, 그
복음은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명되고 표현될 수 있다. 복음은 상황화의 과제
와 대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명예-수치 문화에 부응하는 복음의 메시
지와 전달이라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수치는 인간의 핵심적 감정 중 하나이지만
오늘날의 문화에서 점증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복음 제시에는 죄, 회개, 믿음, 구원,
약속 등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적인 복음 제시들이 일반적으
로 도덕-죄책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명예-수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복음
전도와의 접목은 복음의 핵심적 요소들을 더욱 다양하고 적실하게 표현해줄 수 있으
리라 본다. 본 발제문은 명예-수치 문화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기초로, 현대의 문화적
내러티브로서 수치의 위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수치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복음
과 사역에서, 그리고 선교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살펴보고, 명예-수치 문화
에서의 실제적인 전도 모델들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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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몸 글
1. 수치-명예 문화 vs. 죄의식-결백 문화
루쓰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그의 기념비적 저서인 『국화와 칼』에서 서양
은 죄책의 문화, 동양은 수치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에 미국 국무부의 의뢰로 일본을 연구한 그 책에서 베네딕트는 집단주의적인 아시아
의 문화는 죄의식보다 수치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결백보다는 명예를 더욱 추
구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구 사회에서는 죄의식을 회피하고 도덕적 결백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여기서부터 죄의식-결백 문화는 대체로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와 결부
되는 반면, 수치-명예 문화는 동양의 집단주의와 연결시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수치
문화에서 사람들은 집단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는 반면에, 죄의식의 문
화에서는 내가 나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 우세해진다. 그렇다고 수치의 감정이 동양 문화에 고유
한 것은 아니다. 고대의 서구 사회에서도 공적인 실체로서 명예와 수치의 가치가 엄연
히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가 발흥하던 1세기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어떤 행동이 명예롭게 보이느냐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1) Jackson Wu는 로마서를 명예-수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이는
당시 지중해 문화가 명예-수치의 가치로 조직되었음을 방증한다.2)
수치심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서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정한
위반 행동에 대한 죄의식과는 달리 전인적인 결함으로 취급되며 장기적 고통을 준다
는 것이 문제다.3) 이 수치심을 회피만 하고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면 병리적 심리적
습관인 나르시시즘의 토대를 이룰 수 있다.4) 현대의 취약한 자아 현상은 수치의 감정
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죄의식이나 두려움도 수치와 연관되
면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수치심이나 죄의식은 모두 인간의 보편적인 핵심 감정이지만, 특정 사회와 문화
1) D. A. de Silva, "Honor and Shame," in Dictionary of New Testament Background, ed.
Craig A. Evans and Stanley E. Porter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00), 519-20.
2) Jackson Wu, Reading Romans with Eastern Eyes: Honor and Shame in Paul's Message
and Mission (Downers Grove: IVP, 2019)
3) 샌디 호치키스,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서울: 교양인, 2006), 47.
4) 호치키스,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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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정한 감정이 좀 더 우세하게 공유될 수는 있다.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되고, 인
터넷과 SNS를 통해서 불특정 절대다수가 동일한 문화 현상을 공유하는 현대의 상황
에서 수치의 감정은 더욱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다. 동서양에 따른 수치 문화와 죄의식
의 문화를 구분하는 것은 다분히 근대적 기준이다. 이제는 비서구 지역의 사람들이 이
동함으로 말미암아 서구 사회의 인종 구성이 다양해지고 문화적 균질화로 인해 그와
같은 동서양의 차이가 지리적 기준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수치의 문화
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동, 서양 가릴 것이 소셜미디어의 사
용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수치 문화가 새롭게 조성된다는 주장이 있다.5) 소셜미디어
는 현대인의 소속과 연결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대체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다른 이들의 관심 여부,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게시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그들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 위상을 가늠한다.
동, 서양 모든 사회에서 수치를 주요한 감정으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이를 추구하
는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다. 서구 문화에서의 수치는 개인과 각자의 내면적 감정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반면에, 동양에서의 수치
는 공적이고 공동체적이며 다른 이들의 부정적 평가와 공동체의 평판으로 말미암는
다.6) 수치는 타인이라는 관객 앞에서 노출이나 폭로를 당하는 느낌이다. 따라서 이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스트레스를 가증시켜 사회로부터 도피하게 만
드는 부정적 기능을 한다.7) 반면 죄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기준을 따르게 한다는 의미
에서 개인주의의 문화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8)
Andy Crouch는 동양 문화에서 수치심의 반대말이 명예라면, 서구 문화에서 수치
심의 반대 편에는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한다. 이는 자아가 취약해지는 포스트
모던 문화에서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된다고 본다. 반면, 크라우치
는 과거에는 누군가의 수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가
그의 명예를 회복하면 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와 같이 명예를 부여할 공동체가
없어지고, 대신 다수 익명의 사회에서 명예가 아닌 명성(fame)을 흠모하는 시대가 되
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명예를 복원하고 부여해줄 집단이 부재한 것이 오늘날 수
5) Andy Crouch, “The Return of Shame Culture” in https://www.christianitytoday.com/
ct/2015/march/andy-crouch-gospel-in-age-of-public-shame.html 2021년 1월 25일에 접속.
6) Jayson Georges and Mark D. Baker, Ministering in Honor-Shame Cultures (Downers
Grove: IVP, 2016), 119.
7) 제니퍼 자케, 『수치심의 힘』 (서울: 책읽는수요일, 2017), 19.
8) 자케, 『수치심의 힘』, 21; 49. 저자는 죄책감은 서양의 감정 스펙트럼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이는 기독교와 개인주의 철학의 영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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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감정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할 구조가 빈곤한 상황인 셈이다.
수치를 피하고자 추구하는 반대 가치는 명예인데, Wu는 이를 ‘부여된 명예’
(ascribed honor)와 ‘성취된 명예’(achieved honor)로 구분한다. 부여된 명예가 가족이
나 소속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성취된 명예는 개인이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다. 두 가지 명예가 모두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성취된 명예보다
는 부여된 명예를 더 우선시된다. 반면, 서구에서는 부여된 명예는 오히려 성취된 명
예의 가치를 약화시킬 뿐이며, 오히려 부여된 명예를 지닌 사람들은 성취된 명예를 통
해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Wu는 주장한다.9) 따라서 수치와 죄의식은 문화에 따라
서로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병행적으로 유지되며, 각 문화에 따라 추구하고 경험하는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문화적 서사로서의 수치
수치심은 현대사회에서 특정한 문화와 관계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된
감정이 되었다. 이는 현대인이 겪고 있는 소속과 자존감의 위기와도 연관된다. 『수치
심 권하는 사회』라는 책에서 브레네 브라운(Brene Brown)은 수치심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같고, 남들에게 거부당하고, 어딘가에 소속될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10) 오늘날 수치의 감정은 기독교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대면해야 할 주요한 문화적 내러티브(cultural narrative)로서 대면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수치의 감정에 대한 취급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Tim Keller는 기독교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마주
해야 할 실체를 문화적 서사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우리가 충성되고 공교하게 복음을
상황화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속한 사회의 근간과 희망이 되는 ‘문화적 서
사’(cultural narratives)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다.”11) 그렇다면 명예-수치 문화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해결
해야 할 주요한 서사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 문화적 서사들 중에서 명예-수치 문화
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에서는 자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소속의식과 정체성을 제공했던 국가, 민족, 종교 등의 제도들이 약화되면서, 사람들은
9) Wu, Reading Romans, 15.
10) 브레네 브라운, 『수치심 권하는 사회』 (서울: 가나출판사, 2019), 167.
11) 팀 켈러, 『팀 켈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5),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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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익명의 다중 사회에서 자아 정체성을 탐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러
나 현대인의 자아를 그리는 용어들은 치료적 자아(therapeutic self), 나르시시즘
(narcissism)과 같이 취약해진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서
구 사회에서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취약함을 지시하는 단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존감의 저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의 상실로 해석되
었다.12) 이렇게 취약해진 자아에 대한 해석과 방향 제시는 근래에 들어서 많은 호응
을 얻고 있다. 최근에 TED 강좌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올렸던 있는 베스트셀러 작
가이지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의 저서들도 연약함과 수치심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그 외에도 최근 한국에서도 ‘자존감’을 다루는 저서들이 대중적 인기를 끄는 현
상은 현대인들이 수치심의 반대 정서로 자존감을 추구한다는 진단에 비추어 볼 때 수
치심을 극복하려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보기술의 발전과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각종 최첨단
미디어들의 출현은 관계와 소속에서 안정감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상세계에서의
연결이라는 출구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로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자기를
연출하며, 타인이 연출한 이미지와 남겨놓은 글들을 읽으며 자신과 비교하는 생활습관
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SNS에 중독경향을 보일수록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고 이는 수
치심의 강화로 연결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13) 오늘날의 디지털 문명이 사람들
에게 자존감 저하와 수치심을 유발할 뿐 아니라, 삶에 대한 허탈한 선망과 소외의 두
려움을 낳을 수 있다는 예견은 일찍이 나왔다. 인문학자 도정일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대담에서 오늘날 대중문화의 이미지들은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의
선망이라는 서사를 유포시키지만,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은 그러한 선망의 삶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삶의 안정적 전망을 상실하며 낙오자
나 열패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의 서사에 휩싸이게 되리라고 전망했다.14) 도정일이
이를 수치라는 개념과 연결시키지 않지만, 이러한 선망과 공포의 서사는 수치심이 두
려움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사회를 수치의 관점에서 진단하게 해 준다.
셋째로, 명예-수치 문화가 전통적으로 동양의 정서에 더 깊게 배인 것으로 간주
12) Frank Furedi, Therapy Culture: Cultivating Vulnerability in an Uncertain Age (London:
Routledge, 2004), 4-5.
13) 김지수 ⦁ 김영근,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과시
적 자기표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재활심리학회」 26 (2019), 44-45. 이 논문을 비
롯하여, 논문에서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SNS 사용과 수치심 강화의 상관관계
를 밝히고 있다.
14) 김우창, 도정일, 장회익, 최장집, 『전환의 모색』 (서울: 생각의나무, 2008),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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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처럼, 수치심은 한국인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감정으로 볼 수 있다. 홍이화는 한
국인은 타인의 의견과 기대, 또는 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치의 경험이 특별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인이 경험하는 수치심은 대개는 사회적 기준과 이상에 따라서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부정적 평가에
서 비롯된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수치심은 아주 친근한 가까운 관계들 안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가깝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지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자기의 실패에서 수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그 관계들
로부터 배제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심 경험은 특별히 한국문화의 “체
면” 구조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즉 체면을 잃는다는 것은 수치심 경험의 본질적
인 것이 된다.15)

한국인의 수치 경험이 특별한 것은 대외적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체면을 지
킬 수 있느냐의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체면이란 단어는 몸이라는 의미의 체와 얼
굴이라는 의미의 면이 합쳐져서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16)을 뜻한다. 수
치는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
는지를 해석하며 생기는 자기감정이기도 하다.
사회학자 김찬호는 한국인들의 특유한 부정적 감정 경험으로 모멸감을 제시하는
데, 이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질서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수치심과 연관해서 경험하
는 특유한 감정적 반응이다. 그는 먼저 수치심과 모욕감을 비교하면서 수치심은 “본인
이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이지만, 모욕감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
에서 느껴지는” 분노의 감정이라고 한다.17) 문제는 이 모욕감이 수치심과 전혀 별개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작동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찬호
는 모욕에 경멸의 의미까지 합쳐진 ‘모멸’이라는 단어가 적대적 분노뿐 아니라 자기
비하의 감정까지 수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표출하는 마
음의 기반을 조성한다고 지적한다.18)
수치심이 부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수치심은 자신을 돌

15) 홍이화, “한국인의 수치심 이해를 위한 하인즈 코헛 이론의 재고찰”, 「신학과 실천」 48
(2016), 187.
16) 최상진, 김기범,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1 (1998), 560.
17) 김찬호, 『모멸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64.
18) 김찬호, 『모멸감』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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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게 하고 공적인 책임감의 각성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해로운 수치심은 부끄럽고 적의적인 감정을 자신과 분리시키며 역기능적 행동
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일상적으로 느끼기 쉬운 수치심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인에게 수치심이 체면의 상실과 연결되고
품위 있는 체면의 유지는 타인과의 관계,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에 스스로가 부
합하느냐에 대한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가 어떠한 공동체와 관계를 맺
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수치심이 자신에게 부여된 (혹은 부여되었다고 스
스로가 느끼는) 가치에 의존한다면, 그가 어떠한 소속과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가 그
수치심을 극복하느냐의 쟁점이 될 것이다.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역
량에 맡겨 두기에는 수치심의 보편성과 공격성은 녹록하지가 않다.
명예-수치 문화와 당대의 문화적 내러티브로서 수치의 감정에 대한 논의들을 정
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수치는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 모두에서 나타나는 인간 사
회의 보편적 감정으로서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 다만, 동양의 경우에는 좀 더 관계와 공동체에 민감한 양태로 수치심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부정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게 한다. 오늘날의 디지털 사회는 전통적
준거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현대인에게 새로운 종류의 연결과 소속의 기회를 제공하지
만, 이는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공적 수치심과 자존감의 과제에 직면하게 하기도 한
다. 자아 정체성이 추구되는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취약해진 자아에 시달리는 현대인
은 수치의 감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개인의 수치심은 자신의 정신적 대
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
동체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맹점은 이러한 명예 회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수치의 위기를 경험하는 현대인
에게는 두 가지 비판적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둘째,
나는 누구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가? 이는 수치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발되며,
자신의 공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3. 기독교 복음과 사역에서의 수치
1) 신학적 죄의식과 수치심
Lowell Noble은, 서구의 심리학과 신학에서는 수치를 단순히 당혹스러운 감정 정
도로 피상적으로 평가하며 죄의식은 훨씬 더 심오하고 내재화된 인간의 경험으로 강
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19) 수치가 인간의 삶과 경험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19) Lowell Noble, “Shame Versus Guilt: A New Framework for Evangelism and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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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기독교 사역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복음 전도를 위한 신
학적 측면에서 수치의 문제를 다룰 때 명토 박아두어야 할 점은 수치가 원초적 의미
의 죄의 다른 표현이나 죄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죄의식과 수치를 비교
하는 것은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질적 죄성
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치는 죄로 인해서 파생된 인간 내면의 주요한 결
핍 상태로 볼 수 있다. 팀 켈러는 죄는 인간에게 여러 내면의 심각한 결핍들을 태생시
키며 파괴한다고 설명하는데, 수치는 죄로 인한 근본적인 인간 내면의 결핍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20)
창세기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수치는 인간 상호 간에 느
끼는 오염된 감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간의 원죄가 죄의식을 일으키면서 나타
나는 즉각적 반응이다. 한숙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죄로 인한 수치심은 “최초
돌봄 대상과 그로부터의 사랑을 상실하면서 겪게 된 자기 비하와 자신에 대한 무가치
함이 내면화”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21)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심이 인간의 원초적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했다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은 죄 용서를 통해 그
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은 자신을 믿음으로 수용함으로부터 비롯
된 것이다.
수치심은 본질적 의미에서의 죄를 대체할 수 없지만, 아울러 죄의식과 무관한 것
으로 이해될 수도 없다. 수치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
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
서 진정한 죄의식은 이처럼 참된 자아를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수치를 반영한다.22)
따라서 수치심의 복음적 해결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선물로 주어지는 참
된 자아를 회복하는 경로이며, 이는 기독교 선교와 복음에서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것
이다.
2) 복음의 과제로서 수치의 문제
복음은 구원의 소식을 담기 때문에 동시에 구원의 필요성인 죄에 대한 이해를 수
반할 수 밖에 없다. 관습적으로 복음을 제시할 때 죄는 도덕적 위반이나 불완전함으로
in Weslyanis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6, no. 1 (1971), 55.
20) 팀 켈러, 『팀 켈러의 센터처치』, 145.
21) 한숙자, “수치와 죄책감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치유를 위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16 (2011), 237.
22) Noble, “Shame Versus Guilt”, 57. Noble은 여기서 Paul Tournier를 인용하며 진정한 자기
를 찾지 못하는 죄의식은 수치심에 대한 좋은 정의가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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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속죄의 언어는 법정적 맥락으로만 해석되곤 한다. 대
표적으로 이신칭의와 같은 종교개혁의 대표적 교리도 인간의 본래적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간주되었다. 교회사가인 디아메이드 맥클로흐(Diarmaid MacCulloch)에 의하
면 중세시대는 연옥 개념의 발달로 인해 신자들이 현세에서 죄의 심각성과 신적 진노
에 대한 공포로 힘겨운 고투를 벌이는 시기였고, 면죄부가 급속도로 유포된 곳에서 이
신칭의의 교리가 자유와 해방을 제공했다는 분석을 한다.23)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다양하고 풍성한 속죄의 문법을 내포하고
있다. 이 속죄의 언어가 법정적, 도덕적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에만 고착되
는 것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제약을 줄 수 있다.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도 이신칭의의 현대적 의의를 다루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칭의를 설교하고, 대각성을 주도한 신학자들이
죄책에 대항해서 설교했다면,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현대인들이 절감하는 필요를 인식
하며 인간 실존의 저변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한다.24)
팀 켈러는 현대의 우상에 대응하는 속죄의 언어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는
전쟁터의 언어, 시장의 언어, 추방의 언어, 성전의 언어, 법정의 언어다. 각각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지니는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 그 가운데 팀 켈러는 법
정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을 원
하는 이들에게 의미있는 메시지이며, 우리를 정결케 하는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사
역을 강조하는 성전의 언어는 수치심으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호
소력을 높일 것이라 기대한다.25) 필자의 관점에서는 추방의 언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의 품을 떠난 우리를 다시 본향으로 데려오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
에 수치의 문화에서 울림이 있으리라 본다. 앞서 말했듯이, 수치의 문제는 공동체로부
터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수치 문화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원래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고 용납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로 복원된다는 의미의 복음제시는 뒤에서 다룰 수치의 관점에
서 복음을 제시하는 실제적인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3) 체면과 하나님의 영광
Jackson Wu는 명예-수치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조명하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체면이 상실되었다는 의미로
23) 디아메이드 맥클로흐, 『3천년 기독교역사 2 - 중세 종교개혁사』 (서울: CLC, 2013), 49.
24) 알리스터 맥그래스, 『이신칭의』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150.
25) 팀 켈러, 『팀 켈러의 센터처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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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자 한다. Wu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고대의 명예수치 문화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하며, 당시에 “체면의 상실”은 생사를 걸만한 사안이
었다고 주장한다.26) 로마서의 초반부에서 열거하는 여러 죄와 불의함의 목록은 바로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체면을 상실시킴으로 그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죄는 단순히 율법의 위반이라는 의미에서 형벌 앞에 놓인 목록일 뿐 아니라, 하
나님께 불명예를 끼쳐 그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부끄러운(체면
을 상실하는) 행동을 감행하게 하는 내면의 기제인 것이다.27)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속죄는 하나님 중
심의 행위로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고 창조의 의로움을
구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다.28)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
복되는 이 과정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화로운 언약 백성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된 의를 부여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칭의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
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규정하며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야기이다.29)
이러한 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속과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
한다. 명예-수치 문화의 관점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집단을 재고하게 하고(유대인
이나 이방인과 같은 혈통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 우리의 존재 됨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신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는 부여 받은 명예이자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인 것이다.
4) 명예-수치 문화에서의 복음전도
선교사 노먼 크라우스(Norman Kraus)는 일본에서의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속죄
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접근한다. 그는 수치 문화에 다 익숙한 일본인들에게 용서가 더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인
정하는 것, 즉 “상대방의 수치를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0) 그렇다고 범죄를 묵
인하거나 간과할 수도 없기에 현실적으로는 범죄자를 배척해버리는 극단적 선택이 일
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로부터 해방을 선사하는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사
26)
27)
28)
29)
30)

Wu, Reading Romans, 40.
Wu, Reading Romans, 45-46.
Wu, Reading Romans, 74.
Wu, Reading Romans, 85; 95.
조엘 그린 · 마크 베이커, 『십자가와 구원의 문화적 이해』 (서울: 죠이출판사, 2014),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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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새로운 삶의 맥락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 선언해야 할 내용이다.31) 이는 명예-수
치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이해할 때 내리는 복음의 해법과 일맥상통한다. 수치의 관점
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소속과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 된다는 것이
다. 이 점에서 예수의 대리적 동일시가 중요하다. 예수께서 친히 수치를 당하시고 십
자가에서 “우리를 자기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
고 수치를 이길 수 있다.”32)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함으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욕과 좌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는 보상이나 형
벌로 죄를 씻고 법정적 칭의로 죄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동일시와 사랑을
통해서 수치를 이기고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둘은 상치하는 개념이 아
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Jayson George와 Mark Baker도 명예-수치 문화에서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구
원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명예-수치의 관점에서 성경적
구원은 신분의 변혁과 공동체로의 편입이라는 두 가지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33) 신분의 변혁(status reversal)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스러운 신분에서
명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바꾸어놓으신다는 메시지이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전달하는 패턴이
되어야 한다. 구원을 공동체로의 편입으로 이해하는 것은 집단주의 문화와 더 잘 공명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에 포함됨으로 부여되는 명예는 수치로 인해서 괴
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 새로운 집단에 속하는 신분 그 자체가 구원이
다. 볼리비아 선교사였던 Geoff Beach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명예-수치 문화에서는
개인 구원과 죄용서의 메시지 못지않게 공동체적 맥락에서 관계의 회복이 복음의 핵
심적 메시지가 중요했다고 말한다.34)
신분의 변혁과 공동체 외에 수치 문화에서 기독교의 구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야기의 역할이다. 인간은 이야기 꾼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고,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자기 세계를 구성
한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Curt Thompson에 의하면, 수치의 경험은 단순히 우리의 감
정 영역에서 잔존하는 기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 체계 속에 현존하며
31)
32)
33)
34)

그린 외, 『십자가와 구원의 문화적 이해』, 252.
그린 외, 『십자가와 구원의 문화적 이해』, 255.
Geroge et al., Ministering in Honor-Shame Cultures, 167-168.
Geoff Beach, “Shame/Honor, Guilt/Innocence, Fear/Power in Relationship Contexts,”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vol. 42 (2018), 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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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Thompson은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수치의 위치를 찾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
에 속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5) 수치의 경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
로 지음 받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이야기, 혹은 왜곡된 이야기로 우리 삶의 이야기
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36)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새
창조의 희망이라는 성경의 서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발견하느냐, 아니면
수치의 경험으로 굴절된 이야기로 살아가느냐는 복음의 메시지와 긴밀히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야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내면의 의식과 신경세포에 깊이 각인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희망의 이
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의 선포는 교리를 압축한 개요의 제시를 통해서
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데에는 즉석하게 제시된 요청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성찰하고 고민하고 그 이야기의 삶을 경험하고 시도해
보는 점진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4. 복음 제시의 사례들과 평가
우리에게 익숙한 대부분의 복음 제시들(사영리, 전도폭발, 다리예화 등)은 죄의식
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강조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
생의 선물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러한 고전적 복음 제시에 주요한
신학적 오류는 없다. 그러나 죄의식 중심의 복음 메시지가 도덕적, 법정적 죄책으로만
이해되면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역과 복음 제시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표현하는데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수치의 문화에서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로 갈등
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죄로 인한 우리의 삶과 감정의 결핍은 복음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변증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수치심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이 높아지고, 수치에 대한 이해가 죄와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준다는 기대가 부
상하면서, 명예-수치의 관점에서 복음 제시를 재구성하는 시도들이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겠다.
1) 존귀함의 회복(Honor Restored)
35) Curt Thompson, The Soul of Shame: Retelling the Stories We Believe About Ourselves
(Downers Grove: IVP, 2015), 14.
36) Thompson, The Soul of Shame,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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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음 제시의 방식은 미국 CCC의 사역기관인 Cru에서 사영리 등과 더불어 스
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명예-수치의 틀에서 복음 제시의 문
구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전도문은 수치와 존귀함이라는 두 단어를 시작부에 제시한다. 수치라는 단어
를 클릭하면 “우리는 고립되고, 거부당하고, 더러워지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버려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질문과 더불어 “우리의 부끄러움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 그에 대한 답변이 존귀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한다. “그러
나 우리는 소속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높여지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소중히 여겨
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라
는 질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선한 세상과 그의 다스림 아래 존중하며 화목하
게 살아가야 할 인류의 원래 모습을 그린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저항하고 떠남으로 그를
모욕하고 자신만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한 것”임을 밝힌다. 이는 인간에게 타락
과 죽음, 그리고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는 것인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우
리의 깨진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을 표현”하신 것임을 알려주며, 여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도출되면 죄
인의 영접 기도(sinner’s prayer)를 기도하도록 이끌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명예를 함
께 공유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소속된다는 것을 확증
해준다.
2) 본향으로의 귀환(Back to God’s village)
존귀함의 회복이 사영리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본향으로의 귀환은 동
영상 이야기 형태로 제시된다. 이는 명예-수치 문화에서의 사역 자료들을 개발하는
웹사이트(honorshame.com)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줄거리는 성경의 창조와 구원 서사
에 현대적 용어들을 가미해서 전개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을에서 살아야 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존귀함을 따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을을
멀리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따로 만든 마을에서는 더러움과 수치로 오염되었다.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명예를 누리고자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더욱 수치를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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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때 완전한 명예의 마을에서 수치의 마을로 예수께서 오셨다.
그는 사람들을 복주시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간의 수치에서 하나님의 명예로 다리가 놓이게
되었다.
3) 3D 복음(3D Gospel)
이는 실제적인 사역을 위한 복음 제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명예-수치 문화, 죄
의식-결백 문화, 두려움-권력의 문화라는 세 가지 유형의 문화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다. 일반적으로 명예-수치 문화
는 죄의식-결백 문화와 대비해서 이분법 구도로 연구되어 왔는데, 선교사 유진 나이
다(Eugene Nida)는 그의 경험을 토대로 종래의 이분화된 문화 구도에 두려움-권력
(fear-power)이라는 축을 추가한 것이다. 죄의식-결백이 근대적 개인주의 문화의 표지
라면, 명예-수치는 전통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문화의 표지가 되고, 두려움-권력은 토속
적이고 정령숭배적인 문화의 표지라는 것이다. 저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각
문화들의 주요한 심적 갈망에 말씀하신다고 말하며 복음은 인간은 죄의 모든 측면으
로부터 구원하기에 충분한 다면성을 지닌다고 확신한다.37) 저자는 이 각 문화에 따라
기독교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 전달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른 접근은 예수의 말씀과 사역에서도 나타난다. 예수께서 다른 문화적
유형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각기 다르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8:1-11
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예수는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외국에서
방탕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한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
는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용납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마술과 정
령숭배적 두려움의 세계관을 갖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권위
를 행사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38)
4) 평가
이 세 가지의 복음 제시 양식들은 죄와 구원의 전통적 개념과 상응할 수 있는 수
준에서 수치 문화의 관점과 조화를 이루려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비록 세 가지
모두에 한 사람(Jayson Georges)과 한 기관(Cru)이 기울인 노력의 흔적이 상당하지만,
37) Jayson Georges, The 3D Gospel: Ministry in Guilt, Shame and Fear Cultures (London:
Time Press, 2016), 55.
38) Georges, The 3D Gospel,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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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적 복음 제시(존귀함의 회복), 성경적 서사 전도(본향으로의 귀환), 문화적 변증
(3D 복음)이라는 각기 독특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다만, 초보적인 시도이기에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앞서 본 발제자는 수치의 감정을 극복하는 이야기의 발견을 주요한 해결의
방법으로 언급한 바 있다. 성경의 서사는 우리에게 원초적 이야기이긴 하지만, 복음
제시의 차원에서는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수치와 관련된 서사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
하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의 지성인들에게 그들의 철학과 문학으로부터
변증적 접촉점을 찾고 이야기를 전개한 것과 같은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의 복음 제시들은 간단하고 단회적인 메시지 전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심에 이르는 데는 좀 더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과
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단회적이고 즉각적 결신을 위한 복음 제시의 형식 외에도, 소
그룹 양육이라는 구조 아래서 수치의 관점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
려주며, 질문과 대답의 상호작용을 하는 전도적 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치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따라서 수치에서 진정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선포와 아울러 수치의 감정과 경험을 끌어안고 돌봐주는
복음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물론 본향으로의 귀환은 가족과 마을이라는 은유를 쓰고
있지만, 복음 제시 자체가 개인 전도자의 수행 과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동역이 되어야
한다. 수치의 문제는 새로운 공동체의 발견과 소속을 통해서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II. 나가는 말
명예-수치 문화에서의 복음 제시는 특정한 한 가지 복음 전도의 방법론을 소개하
기 위함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내러티브에 대한 관찰과 이해
를 통해서 복음의 풍성하고 다양한 영향력과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수치 문화
가 현대 우리 사회의 가장 많은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
나 우리는 복음을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측면에서만 말하고, 다른 이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리라는 것을 간과하는 습관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개별성이 존
중되는 오늘날에 명예-수치 문화의 관점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각기 다른 경험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깨닫는 과제를 떠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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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더욱 실제적인 울림으로 전파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95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데드맨 워킹’(Deadman Walking)에서 헬렌
수녀는 사형을 앞둔 파렴치한 살인 강간범 매튜 폰셀렛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권유하
여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게 만든다. 사형 집행을 30분 앞두고 매튜가 자신의 모든 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헬렌 수녀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라고 선
언한다. 매튜는 “살면서 한 번도 존귀한 존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라고 답
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구원 서사 안에서 죄용서의 복음뿐 아니라 회복된
존귀함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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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명예-수치 관점에서 복음제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논찬

구 병 옥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전도와 선교)

먼저 전도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음제시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제시하는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김선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본 논찬자는 먼저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 논문이 가지는 공헌점 즉, 의의가 무엇인지 짚어
본 후, 마지막으로 발전적 논의를 위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논찬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 논문의 요약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인 아시아 문화는 수치를 회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결백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반면, 서구문화는 개인주의와 연
결되고 죄의식을 회피하고 도덕적 결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그러나 저자는 현대에는 수치심이 특정 문화에 관계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된 감정이 되었기에 복음사역을 위해 직면해야 할 주요한 문화적 내러티브가 되었
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명예-수치 문화를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대인들은 자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수치심의
반대로 자존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관계와 소속감을 원하는 현대인들이 소
셜미디어를 통한 가상세계에서의 연결을 출구로 삼으면서 타인에게 보여진 자신의 이
미지나 댓글에 실제의 자신을 비교하는데, 이는 수치심의 강화로 연결되는 비극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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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고 있다. 셋째, 수치심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특히 타인의 의견과 기대, 관계에 민감한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하
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명예-수치 문화에서의 복음전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저자는 신분의 변
혁, 공동체, 이야기의 역할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인간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통해 수치를 극복하고 존귀함을 회복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다. 둘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신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으로 존귀한 공동체에 편입됨을 의미하며, 명예-수치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
동체적 맥락의 회복이 중요하다. 셋째, 수치의 경험은 단순한 감정으로 잔존하지 않으
며, 인간은 이야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삶을 구축하므로 복음의 선포는 교리를 압축한
개요의 제시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논저자는 명예-수치의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는 세 가지 복음제시의
형태를 소개함으로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첫
째, “존귀함의 회복”이라는 복음제시 방식은 기존의 사영리 틀을 벗어나 우리의 수치
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둘째, “본향으로의 귀환”은 창조
와 구원을 이야기 형태로 제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3D 복음”은 문화를 명예수치 문화, 죄의식-결백 문화, 두려움-권력 문화로 구분하고, 각 문화의 유형에 따라
복음의 메시지 전달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결어에서 이 논문을 통해 방법론에 주목하기보다도 현대인의 문화적 내러
티브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통해 복음의 풍성하고 다양한 잠재력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II. 논문의 의의
1. 본 논문은 그동안 복음전도에서 간과되어 왔던 명예-수치 문화와 복음전달이
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면에서 고무적이다. 도날드 맥가브란이
풀러 선교대학원의 초대학장으로 취임하여 제일 먼저 인류학자인 알란 티펫을 교수진
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문화가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처럼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많은 공감대와 지지를 받
아왔다. 다만, 명예-수치문화에 대한 각 학자들의 연구와 주장이 복음전도에 적용되기
에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김선일 교수는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과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복음의 메시지와 전달이라는 면에 있어서
통합적인 논의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2. 본 논문은 명예-수치 문화에 대한 피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복음제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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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치 문화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에도 많이 있어왔다. 다만, 이러한 문화적 접근이나 이해가 실제 사역에 크게
활용되지 못한 것은, 실제적인 적용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부분적이며 학문적인 논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 논문을 읽다보면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
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히 수치심에 함몰되고 고립되어 괴로워하는 사람들
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3. 그동안 전도에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긴 했지만 수치의 극복
이라는 면에서 공동체를 이해하고 복음적 공동체의 가치와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매
우 가치 있는 발견이다. 복음적 공동체는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의 모임이 아
니라 수치의 감정과 경험을 끌어안고 돌봐주는 그래서 새로운 수치의 문제를 해소시
켜주는 기능도 감당해야 한다.
III. 발전적 논의를 위한 질문
비록 논저자가 본 논문의 목적이 복음전도 방법론을 소개함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의 문화적 내러티브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통해서 복음의 풍성하고 다양한 영향력
과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천신학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한다.
1. 논저자는 명예-수치 문화의 관점에서 시도된 세 가지 새로운 복음제시 양식들
(존귀함의 회복, 본향으로의 귀환, 3D 복음)을 평가하면서 수치의 문제를 끌어안고 돌
봐주는 “복음적 공동체”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가? 목회자들은 이런 공동체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논저자는 세 가지 새로운 복음제시 양식이 여전히 단회적이라는 한계를 지적
하며, 소그룹 양육을 통해 좀 더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
고 있는데, 이 소그룹 양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하는가? 한국교회의 많은 소
그룹들이 양육보다는 예배와 교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기
서 말하는 소그룹은 기존의 소그룹을 염두에 둔 것인가 아니면 양육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소그룹을 말하는 것인가?
3. 논저자는 수치 문화와 관련하여 이야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Curt Tompson
의 주장을 빌어 “수치의 경험은 ...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수치의 위치를 찾고, 우리
가 어떤 이야기에 속했는지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공
유되는 관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논저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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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논문으로 명예-수치 문화에 대한 통찰과 이에 따른 복음 메시지와 전달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열어주신 김선일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논찬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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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명예-수치 관점에서 복음제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논찬

이 민 형 박사
(연세대학교 강사 / 실천신학 / 전도학․문화신학)

본 논문은 명예-수치 문화의 관점에서 기독교 복음 제시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
한 논의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죄와 속죄, 그리고 구원이라는 교리적 도
식에 맞춘 도덕-죄책의 문화를 중점적으로 소개해왔다. 하지만, 인간은 개념적 정의가
아닌 “자아”의 가치가 보존되거나 훼손됨에 따라 명예를 유지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감정의 동물이다. 이는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반응을 살피는 디지털 문화가 지배하
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오늘날의 복음 제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교리적 접근이 아닌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명예-수치라는 문화의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저자는 명예-수치의 문화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다소 낯선 개념의 이해
를 돕는다. 명예와 수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자기 자
신이 어떤 공동체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명예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로 자신의 가
치가 부정당하고 존재감이 격하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수치이다. 이는 타인의 판단
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는
그 사람의 명예-수치 감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성
원들의 존재를 존중하는 분위기의 공동체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아 가치
판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분위기가 명예-수치의 문화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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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수치의 감정에 휩싸인 현대인들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
은 첫째,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둘째 “나는 누구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가?”라고 이야기한다. 이 질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자신의 명예가 누구로
인해 유지될 수 있으며, 자신은 그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지이다. 그렇다
면 인간간의 관계로만 보이는 수치-명예의 문화는 복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저
자는 수치심은 원죄가 형성한 부정적 자아상이 반영된 감정이며, 이것의 해결을 위해
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
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가 있다. 예수께서 우리와 자신을 동
일시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셨고, 이를 이겨내셨으니, 우리도 예수와 동일시함
으로 수치를 이겨내고 창조 시에 부여된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명예
의 회복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속에서 더욱 곤고해진다.
명예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 모두를 존중하고
각자의 존재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는 명예-수치 문화에서의 복음 제시 방법을 위해 고
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한다. 첫째, 복음 제시를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은 미처 인지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수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끌어내야 한다.
둘째, 각자의 삶은 모두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 아닌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
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는 인간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결코 이상
적일 수 없음을 근거로 하여, 끊임없는 성찰과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저자의 글은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
해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의미가 재고되고 있는 요즈음, 과연 교회란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지, 아니면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끔 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듯 결국 교회는 변화된 신분을 갖춘 이들이 모여 이의 존귀
함을 끊임없이 재현하고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수치의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이들을 그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의 논의는 결국
교회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를
돌아보게 된다.
과연 한국 교회는 수치 회복의 장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 공동체의 수치가 (저
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오늘날 그 주체야 말로 교회가
아닌가?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즈음 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가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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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하나님의 수치심의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수치심에서 더 나아가 교회 자체로의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나 일부 기
독교 공동체의 죄로 인해 명예를 잃어버린 교회의 짐을 지어야 하는 이들은 선한 기
독교인들이다.
이들은 같은 종교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인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사회
에서 인정받지 못함”이야 말로 수치의 정석이 아닌가! 결국 일부 기독교인들의 행위로
인해 교회에 야기된 수치는 한국 사회 공론장에서의 기독교인들의 평가에 그대로 반
영이 되고 있다. 한국 교회는 공론장에서 퇴출된 것과 마찬가지의 대접을 받고 있으
며, 이것은 교회 자체로서의 평가 뿐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에도 소속될 수 없다는 점
에서 치명적인 불명예-수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명예-수치의 문화적 이해에서 출
발하는 복음 제시는 결국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하는 것이 아
닐까? 교회가 수치감 가득한 공동체인 이상 그 안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수치감을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터이다. 한국 사회에서 명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서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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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명예-수치 관점에서 복음제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논찬

이 계 승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1. 본 연구의 중심논지와 공헌점
본 논문은 기독교 복음과 사역에서 명예-수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복음 전
도의 영역을 확장하고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복음의 영향력과 잠재력을 제시한 연구
이다. 연구자는 수치-명예의 문화와 죄의식-결백의 문화를 비교하고, 수치를 통한 복
음제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신학적 측면에서 수치심이 갖는 의미를 논의
하면서, 수치심 해결이 호소력 짙은 복음전파가 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또한, 복
음 제시의 현장에서 나타난 실제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평하면서 향후 수치 문화의 관
점을 통한 복음 전파에 도움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첫 번째, 명예-수치 문화의 관점을 통한 복음제시가 설득력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아가 선교의 다양화를 꾀하였다는 점
이다. 기존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 제시의 틀을 벗어나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대처하면
서 명예-수치의 문화적 관점을 통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은 기독
교 선교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죄의식을 강조하는 복음의 제시들이 그간
기독교 선교와 복음 전파에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삶과 문제들을 경
험하는 현대인들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가 언급하였
듯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경험들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사람들
을 돌보시기에 다양한 복음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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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명예-수치의 관점을 신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논지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수치심을 문화적 해석을
통해 현대인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죄의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
면서 수치심의 발현과 해소를 통한 복음제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
러한 수치심이 성경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으며, 복음의 과제로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논리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체계성은 비전공
자인 논평자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세 번째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예-수치의 관점에서 복음 제
시를 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평하면서 논지를 뒷받침하며, 실용적 측면에서 보완점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행의 대표적 사례들이 수치심 문화를 제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기초적 단계에 있기에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2. 본 연구의 논의점
본 논문의 지대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논평자가 느끼는 작은 질문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수치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신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다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물음이 있다. 연구자께서는 신학적 측면에서 수치를 “죄로 인
해서 파생된 인간 내면의 주요한 결핍 상태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수치심
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어도 수치심이 발현되기도 한다. 가령, 신체적 결핍을 느끼는 개
인이 스스로 부끄러운 감정을 경험하면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죄로부
터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의 실천적 측면에서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는 과제방향을 명확하
게 제시한 점에서 백번 동감하나,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물음이 있다. 이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복음제시의 다양한 경로를 확장하는 기초연구
의 특성상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나, 보다 상세한 보완점에 제시되면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하는 궁금함이 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명예-수치 문화 관점을 적
용하여 복음제시의 다양성을 열어준 연구자의 노구에 깊은 감사를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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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발표
김수근의 경동교회 건축에 대한 기독교 예전적 분석
-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의 교회건축과 예
배공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안 덕 원 박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설교)

I. 들어가는 말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은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설계한 공
간사옥이나 유엔센터, 올림픽 경기장들과 법원종합청사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작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으며 수많은 작품들이 그의 예술적, 창조
적인 시도의 결정체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그는 모두 세 곳의 종교건축을 설
계했는데 서울의 불광동 성당과 마산의 양덕동 성당, 개신교회로는 유일한 경동교회가
그의 작품이다. 1981년에 완공된 경동교회는 당시 개신교회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형태
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개성만으로도 주목받기에 충분했다.1) 경동교회 이전의 한
1)「공간(空間) 홈페이지-경동교회」, http://www.spacea.com/kor/html/works/works_detail.asp?idx=152&p
_gbn=building, 2021년 1월 5일 접속; 김창성, “김수근 교회건축의 공간구성 특성과 빛”, 『한
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8(2)』 (서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8), 45-50. 경동교회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면적 880㎡ 규모다. 현재 경
동교회는 본당, 선교관, 교육관이라는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본고는 1981년에
건립되어 현재에 이르는 본당을 주된 소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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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신교회의 건축은 공통적인 요소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된 사례들이 대부분이
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급성장한 개신교회의 예배당은 산업화와 더불어 급성장한 개신
교회의 예배당은 십자가와 첨탑, 종축형 평면과 회중석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큰
크기의 설교단, 샹들리에와 백색으로 칠해진 벽면 등 독특한 문화의 반영이나 개성의
표현보다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복사하기와 붙이기의 연속이었다.2) 대형화에 따른 주
위환경과의 심각한 부조화 현상이나 “고딕양식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낳은 유사고딕
의 사례도 적지 않다.3)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교회건축에 비해 김수근과 강원용 목사
의 치열한 신학적, 건축학적 토론을 통해 구체화된 경동교회의 결과물은 대부분 엇비
슷한 교회의 이미지를 넘어, 새로운 교회건축의 이정표를 세웠다.4) 노지화가 김수근의
종교건축을 “한국현대종교건축에 중요한 프로토타입을 제공한 유의미한 사례”5)로 평
가하듯, 교회건축을 하는 이들에게는 경동교회가 일종의 모범사례로서 높은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건축학계와 신학계의 평가는 한국건
축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요약이 가능할 정도로 전문적인 논문을 포함
한 수많은 글들이 경동교회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를 다루었다.6)
경동교회가 표방한 신학적 입장에 대한 소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
만 교회건축에 대한 신학적 분석이나 평가는 그리 많지 않다. 교회건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의 입장에서 경동교회를 다룬 글은 몇몇 전문가
들과 방문자들의 짧은 감상문들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필자의 논문은 “예배 공
동체”를 위한 시설이라는 전제를 두고 개신교 교회건축의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
는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의 분류와 조언을 토대로 경동교회를 분석하려는
시도다. 제임스 화이트는 수잔 화이트(Susan White)와 함께 저술한 그의 저서 『교회
건축과 예배공간』을 통해서 교회건축의 의미를 예배학적 시각에서 풀어낸다.7) 예배
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공간들은 무엇이며, 교회건축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과 고
2) 손호현은 한국의 교회건축이 맘몬신학의 표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손호현, “교회 건축의
십계명-신학이 있는 교회건축과 인생 건축,”『한국 교회 건축과 공공성 –신학이 있는 교회
건축』(서울: 동연, 2015), 11-42.
3) 정시춘, 『교회건축의 이해』 (서울: 발언, 2004), 168-169.
4) 공간사옥과 경동교회는 이후 붉은벽돌 건물의 유행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이상림,
“김수근, 한국 현대 문화예술 부흥의 연금술사,” 한국사 시민강좌 50 (2012.2), 396-405.
5) 노지화, “제 1세대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공간에서 보는 디아스포라적 해석,” 「디아스포라연
구」 10(2), 214.
6) 경동교회 건축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신학적인
부분은 경동교회에서 만든 교회건축에 대한 소개의 되풀이가 대부분이다. 최근의 다양한 연
구들은 대부분 학문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건축에 비해 교회건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의 참고문헌을 보라.
7) James F. White & Susan White, 정시춘, 안덕원 역 『교회건축과 예배공간』(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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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했다. 필자는 그의 기준에 입각하되 교회건축에 대한 현대적인
요구를 감안하여 경동교회의 건축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화이트의 저서가 출판되
지 30년이 지났고, 예전회복운동의 영향과 감리교라는 화이트의 교단적 배경도 고려해
야 하며, 미국교회의 사례들을 기초로 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완
벽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얼개로서 논지전개에 필요한 일종의 참고자료로 활
용한다.
이 논문은 경동교회 예배당이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그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려는 시도다. 이 연
구를 통해 필자는 경동교회건축의 예전적 가치를 찾고 교회건축의 본질을 어떻게 표
현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관찰자와 사용자의 측면에 서서 객관적, 서술적 분
석을 시도한다.8)
첫 번째 장에서는 경동교회 건축과 화이트의 교회건축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고
그가 제시한 6가지 공간을 중심으로 경동교회의 공간들을 살핀다. 두 번째 장에서는
화이트가 이야기한 교회건축시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경동교회를 평가한다. 세 번째 장
에서는 교회건축의 본질의 입장에서, 즉 성과 속을 이어주는 전이공간으로서의 속성과
공공성과 환대성, 그리고 토착화의 측면에서 화이트의 주장을 참고하여 경동교회 건축
을 평가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독자들은 아름답고 역사적인 건축물로서의 경동교회에
대한 평가에 더하여 “예배공간”으로서 어떤 신학과 철학을 담아냈는지를 발견하는 기
회가 될 것이다.

II. 교회의 여섯 가지 공간과 경동교회
1. 경동교회 건축개관
경동교회가 지어질 당시에는 건축가의 고유한 철학이 담긴 창조적인 교회건물을
찾기 힘들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급속한 양적 성장 가운데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였던 시기, 기독교 예술과 상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열악한 환경에서 경동교회의 위치는 개신교회 건축에 있어 단연 독
보적이며 학계와 교계의 칭찬과 부러움, 혹은 경이의 대상이었다. 외관은 일반적인 교
회라기보다는 하나의 조형물과 같은 인상을 준다. 교회를 설계할 때 기도하는 손을 염
두에 두었다는 설계자의 의도가 결과물에서 성공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
8) 안덕원, 『우리의 예배를 찾아서』 (서울:두란노, 2018). 경동교회의 예배에 대한 부분은
73-93 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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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건물 외부는 십자가 없이 분절된 20개의 매스로 이루어져 있다. 정시춘은 검붉은
벽돌의 매스들이 솟아오르며 전면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모이는 모습을 두고 그리스
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떠오른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10) 외형으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손’을 가시적으로 구현했다면 도로에서 본당 오른쪽의 나선형 계단을
돌아 올라가는 진입로는 순례자들을 위한 골고다 언덕을 모티브로 삼았다.11) 외벽이
거친 벽돌의 질감으로 수도원을 연상케 한다면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어
머니의 자궁, 혹은 초대교회의 카타콤을 형상화했다. 내부는 극장식 평면을 가지고 있
으며 비교적 어두운데 빛과 색깔이 만들어내는 엄숙미와 경건미가 느껴진다. 십자가,
강대상, 의자의 배치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과도한 장식이나 치장은 없다. 본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만남”을 상징화했으며 진중하면서 상승감이 느
껴지는 독특한 구조다.12) 예배가 지향하는 수직적, 수평적 만남이 가시적으로 표현되
는 사례는 제단 뒷면의 급격한 수직상승과 회중석의 높이에 주어진 수평적 평등성이
다. 참고로 1층의 친교 공간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 예배당 위에 자리 잡은 3층은 문
화공간으로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가시적으로 구현했다.
강단이 성도들이 앉는 자리에 비해 아래쪽에 있고 강단 위에 예배인도자의 좌석
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당시의 일반적인 예배공간과 다른 부분이다. 건물 입구의 노래
하는 소녀상이나 본당 입구 계단의 모자이크는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예술적인 상징들이다. 본당 정문에 자리 잡은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는 예배를
드린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본당 내
부 냉방시설은 원목으로 가리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소위 대충 처리한
흔적이 눈에 띄지 않는, 대단히 건축적으로 우수한 건물이다.

2. 제임스 화이트의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에 대한 이해

9) 안덕원, “예배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 건축의 공공성,” 「목회와 신학」 356 (2019.2),
166-171.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필자가 인용한 글과 겹친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별
도로 인용 처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교회건축에서 상징의 사용에 대한 다음 저서를 참조
하라. 정시춘, 『교회건축의 이해』, 186-197.
10) http://www.jungju.co.kr/board/bbs/board.php?bo_table=m314&wr_id=9. 2020년 12월 28일
최종 접속. 1981년 12월 6일 경동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으로 헌당예배를 드렸다. 매스들을
교회건축에 도입한 사례로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들 수 있다.
11) 형태와 방향은 다르지만 사랑의 교회(구성전)의 지하에 위치한 본당으로 내려가는 길과 건
축 의도가 유사하다. 옥한흠 목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순례의 길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에 따라 이후 엘리베이터가 추
가되었다.
12) 이호진, “한국교회건축 순례/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의 조화, 경동교회,” 「목회와 신학」
69(1995.3), 1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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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와 수잔 화이트(Susan White)의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이라는 책은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개축, 증축 할 때 어떠한 목적과 방향
성을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고 배열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그의 주장은 다음
과 같이 매우 명료하다.
교회 건물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
배하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교회 건물의 모든 것은 기독교 예
배가 드려지는 장소로서 그 기능에 의해 모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보다
도 중요합니다. 교회건축은 그 자체로 기념비적 존재가 아니라, 회중이 드리는 예배
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부터 시작하지 않거나(예배를 중요하게 여기
지 않거나) 예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교회)건물은 우리의 손을 떠나
게 되고 건물이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인 공동체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13)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다. 예배는 단순히 감정을
고양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확인
하는 시간이다. 신학이 있는 예배와 건축은 바로 바른 예배관으로부터 출발한다. 화이
트는 교회건물이 기독교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
요한 상징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자체”라고 주장한다.14) 즉 모든
교회건축과 예배공간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을 드러내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화이트는 모이는 공간, 이동하는 공간, 회중의 공간, 찬양대
의 공간, 성찬상 공간, 세례의 공간으로 교회에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6개의 공간과 성
찬상, 세례반, 설교대를 3개의 필수적인 가구들로 기준을 삼았다. 이러한 공간의 구별
은 공간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가 된다. “교회건축은 예배를 위한 공간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일”15)이기에 공간의 구성을 살펴보면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공
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섯 개의 공간들은 어떻게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관
련성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성찬상, 세례반, 설교대는 그 모양과
크기, 배치와 사용 방법에 따라 해당 교회의 예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요소와
형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며 공동체의 예배 방향과 목회자의 철학을 살펴볼 수 있
다. 나아가 화이트는 다양한 예배 형식과 여러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공간을
나누어 설명한다. 즉 모이는 공간, 이동공간, 회중을 위한 공간을 포함한 ‘신앙 공동체
를 위한 장소’, 설교대와 성서 낭독대를 중심으로 수평축을 설명하는 ‘말씀의 예배를
13) James F. White & Susan White, 위의 책, 11-12. 괄호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첨가한 것이다.
14) 같은 책, 26.
15) 같은 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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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장소’, 가시성, 근접성, 접근성을 가져야 하는 수직축으로서의 ‘주님의 만찬을 위
한 장소’, ‘세례를 위한 장소’, ‘결혼 예식을 위한 장소’, ‘기독교 장례식을 위한 장소’,
회중 찬송과 합창 음악, 악기들을 고려하는 ‘교회 음악을 위한 장소’와 더불어 기도실,
개인 경건을 위한 장소, 묘지, 화해, 성구실과 창고 등등의 ‘부속 공간들’로 공간을 분
석한다. 더불어 조명, 에너지 절약, 역사 보존, 보안, 장애인의 접근성, 예배 예술, 기증
품 등과 관련된 실제적인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화이트는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성찬의 예배를 위해서 설교단과 성찬상을 어느 위
치에 놓으면 좋을지, 사람들의 이동을 위해서 동선은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지, 세례반
과 세례 공간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고민해보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실제적
으로 도와주고 있다. 또한 현대 예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과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사용하는 직사각형의 건물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예배 형식의
신학적인 설명 또한 충분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
축이 가능해진다. 혹은 새로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모이고 있는 곳의 공간배열만
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 장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러한 기준에 따라 경동교회를 분석해본다.

3. 경동교회의 여섯 가지 공간
우선 경동교회의 모이는 공간(Gathering Space)은 크게 두 군데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16) 우선 정문으로 들어와서 만나는 친교실이다. 2층과의 단절로 인해 예배
전후에 오가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이는 공간으로는 아쉽다. 진입에 불편함이
있기에 이 공간은 모임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식당이나 친교실 등 하나의 목적공간이라
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이 공간은 그 기능과 구조, 그리고 접근성에서 다소 아쉬움
이 있다. 두 번째 모이는 공간은 나선형 계단의 끝에 자리한 2층 본당 입구다. 공간
자체가 협소하여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크게 세 갈래로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의 끝에 자리잡은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위치는 모이는 공간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었다. 예배를 위해 환영과 환송이 이루어
지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하고 있으며, 예술적 상징을 배치하여 흔히
볼 수 있는 건조하고 무의미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움직이는 공간(Moving Space)의 경우 다른 교회들에 비해 여유 있는 편이다. 동
선에 장애물도 없고 이동에도 큰 불편이 느껴지지 않는다.17)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16) 같은 책, 38-39. 화이트는 주차장에서 교회로 향하는 길, 본당 정문 앞 입구, 정문 안쪽의 공
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모이는 공간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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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자 사이의 공간이 넓다고 할 수 있겠다. 좌석 수에 대한 집착을 덜어내고 예배에
서의 효과적인 움직임을 고려했음이 분명하다. 필자가 참석했던 예배에서 이루어진 성
찬식의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여유있는 움직이는 공간은 성찬식의 순조로운 진행에
분명히 기여했다. 다만 일반적인 직사각형 평면의 교회들이 강단을 향해 중심축을 놓
는 소위 종축형 평면과 그 용도와 위치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장의자가 갖는 폐쇄성,
즉 양쪽 끝에 앉은 이들 외에는 자유로운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아쉽다.
회중을 위한 공간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개신교회에서 널리 사용하는 장의자로
되어있다. 특이하게도 극장식 배열로 아래쪽에 있는 강단을 향해 약간의 부채꼴 모양
을 하고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기에는 효과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독특
한 부분은 본당 2층에 설치된 발코니 좌석이다. 통상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좌석은 가족들이 함께 앉는 공간이라는 기원을 갖는바, 공동체로의 통합보다는 특정
계층의 분리라는 한계를 갖는다. 물론 경동교회에서는 가족들이 앉는 공간으로 기능하
고 있지 않고, 지정된 것도 아니지만, 직접 경험한 바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관전하
기에 적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도는 신선하고 창조적이었지만 예배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듯하여 아쉽다.18) 물론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볼 수
있어 개방적이고 공동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남는다. 극장식 개인의자는
이러한 예배공간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했을 때 장의자는 불
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연한 배열이
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회중석의 유연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찬양대석은 회중석에서 보았을 때 강단의 오른쪽에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약 30명의 찬양대원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다. 화이트는 찬양대석을 별도로 설치하
기 보다는 찬양대원들이 회중 속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권고한다.19) 화이트
는 찬양대를 따로 조직하고 그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없다고 보며 회중석과 구별하여 상하관계를 조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다. 이러한 화이트의 기준을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형태가 절대적인 기
준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경동교회의 예배에서 찬양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카펠라가 자주 사용되는데 별도의 공간에서 음향시스템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그
17) 같은 책, 46.
18) 화이트는 발코니 좌석의 문제를 근접성이 떨어지는 것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으로 설
명한다. 같은 책, 85.
19) 같은 책, 170-171. 통상 화이트가 예전지상주의자 혹은 전통주의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는 예전적인 예배와 비예전적인 예배 사이에 우열을 나누지 않으며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
는 규범적 연구가 아닌 객관성을 토대로 한 서술적 연구를 지향한다. James F. White,
"Forum: Some Lessons in Liturgical Pedagogy," in Worship 68:5 (Sept. 1994): 446. 필자가
쓴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안덕원,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 1932-2004)의
학문적 방법론과 공헌에 대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2 (2016), 2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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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매우 높고 예배와의 조화도 훌륭하다. 만약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 없다면 찬양
대의 역할수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력에 따라 찬양대의 복장에 변화를 주는
것도 높은 시각적, 예전적 효과를 갖는다. 다만 찬양대의 역할에 의존하고 다른 성도
들과는 구별하여 차별성을 부여할 경우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한다는 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례공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경동교회에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
례를 위해 필요한 양의 물을 담은 그릇을 사용한다. 화이트는 “교회의 입구 근처”와
“예배 공간의 앞이나 중앙 부근에, 예배의 다른 중심요소들과 함께 같은 영역에” 두기
를 권고한다.20) 이것은 세례가 기독교인이 되는 공식적인 출발점이자 세례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증언하는 기회라는 중요성을 반영한 권고안이다. 시각
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충분한 양의 물로 거행할 것을 추천하는 것
을 감안하다면 경동교회의 세례공간과 상징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세례 공간의 위
치는 공동체의 삶에서 세례가 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
다”는 그의 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1)
성소 혹은 강단의 경우 가시성, 근접성, 접근성 등에서 경동교회는 무난하다.22)
화이트가 제시한대로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크기가 성도들에게 위압감
을 주지 않는다. 그는 성찬상이 “건축적 기념물” 혹은 “공간적 초점”이 되는 것을 원
하지 않는다. 인간의 몸에 어울리는 “하나의 가구”가 되기를 권고한다.23) 화이트는 목
재나 금속, 석재 등 자연소재를 교회의 가구에 사용하기를 추천하는데 경동교회는 대
부분 목재를 사용하였다.24) 다만 성찬상이 마치 제대처럼 붙어있는데 용도를 문의하
니 성찬식에 사용하는 상은 따로 있고 평상시 초와 성경을 위한 가구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 부분은 월 1회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의 특성과, 강단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III. 교회 건축시 고려사항으로 분석하는 경동교회
유용성(Utility)의 측면에서 경동교회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
회의 설명에 따르면 각각의 공간들이 일정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설계상의 문제로 여름철 누수가 발생한다
20)
21)
22)
23)
24)

같은
같은
같은
같은
같은

책,
책,
책,
책,
책,

118-119.
115.
87-88.
8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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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환기문제로 예배 중 음식 냄새가 올라온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2007년에 보수공사가 있었고 최근에는 담쟁이넝쿨을 없애고 누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
기도 했다. 창문이 없어서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또한 옥상의 공간은 원래 지
붕이 없는 공연장이었으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천장이 설치되었다 다시 해체되는 등
건축가의 의도와는 달리 사용자들의 필요에 의해 변화를 겪어야 했다.
단순성(Simplicity)의 경우, 경동교회는 흔히 이야기하는 통상적인 개신교회의 기
준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취한다. 초대교회부터도 기독교는 이교도 신전의 종교적 예
배와 다르게 예배와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필연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종교개혁가들도 이러한 신학적
기조를 계승했다. 물론 루터는 건축과 예술의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나 다른
종교개혁가들의 경우 상징의 사용에 소극적이었거나 극단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쯔빙글리의 예배공간에서는 성찬공간이 소외되고 오르간과 성가대는 사라진다.25) 종
교개혁 이후 개신교 예배는 그 영성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말씀에 근거한
영성’으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배 공간의 배치에도 영향을 주었다.
루터교회와 성공회를 제외하고 개신교회들은 말씀중심의 예배를 위해 장식물이 없는
단순한 예배공간을 추구했다.26)
경동교회의 경우 건축 소재로만 보면 단순하고 선도 복잡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20개의 매스로 이루어진 외부와 내부 평면의 복잡성, 발코니 등 예기치 않은 구
조는 단순성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독특한 조형미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다.27) 더불어 오르간의 경우 본당의 강단 왼쪽에 높고 넓게 설치된 파이프 오르간은
원래 건축 당시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것인데, 사뭇 위압적인 모습으로 전반적인 교회
내부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28)
공간은 비워질수록 오히려 영적인 공간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그 유연
성으로 인해 예배공간을 새롭게 창조하기도 용이해진다. 예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중
심으로 예배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공간에서 회중들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이 바
25) 나형석, “의미있는 예배 공간 만들기,” 「신학과 실천」9(2005), 207-212.
26) 이정구, “개신교회 예배공간의 정체성,” 「신학사상」159(2012), 234-240. 칼뱅이 목회했던
스트라스버그의 개혁교회는 네 벽면이 모두 흰색이며 어떤 장식물도 붙어있지 않다. 제네바
의 칼뱅교회(성 삐에르 교회)는 과거 가톨릭의 고딕성당을 사용했으나, 내부공간의 경우 색
다른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입구에 팔각형의 세례대가 있고 나무로 된 목회자 의자는
매우 작고 소박하며 회중석에 근접해있다. 설교대는 회중석에서 바라봤을 때 왼편에 높게
세워져 있고 가로로 긴 성찬상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다. 기존의 제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
이다.
27) 노지화는 김수근의 조형세계를 “작은 매스들을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면서 나타나는 군집
미”로 표현했다. 노지화, 앞의 글, 216.
28) 당시 실무를 맡았던 승효상의 경우 오히려 단순함이 강조된다. 승효상이 설계한 동숭교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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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도들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소박함
과 공동체적 영성’에 유념해야 하는데29) 그런 면에서 경동교회는 비움을 추구하면서
도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한 듯 보이며 건축가의 영성에 대한 입장이 예전적
전통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30)
유연성(Flexibility)은 경동교회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
는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시도 자체가 힘들었겠지만, 좌석의 경우 고정된 장의자로는
다른 형식의 예배를 시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강단 앞쪽에 여유 공간이 있기에
성례전의 집례나 소모임 등의 진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화이트는 절충안으로 고정
적인 장의자를 두고 이동이 가능한 개별의자를 배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31)
친밀성(Intimacy)은 우수한 편이지만 공간의 구조상 아쉬움이 있다. 예배에서 하
나 됨을 경험하고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경동교회
의 경우 비교적 친밀감이 보장된 동선과 안정된 음향으로 예배에의 참여를 극대화시
키고 있다.32) 약간의 각도를 준 장의자와 발코니 좌석은 강단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참여와 집중에는 도움을 주지만 예배공동체에 속한 회중들이 서로 볼 수 있는 환경의
형성에 있어서 종축형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33) 화이트는 본당도 중요하지만 친교
실이나 소예배실과 같은 교회 내의 다른 공간들, 작은 공간들이 성도들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는데 경동교회의 경우 친교실 및 독립된 사무실건물에
있는 작은 공간들을 통해 친밀감을 해결하고 있다.34) 교회의 규모를 고려할 때 부속
시설들로 인해 공동체 내의 친밀감 형성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예술성 혹은 미적 감성(Beauty)의 경우 김수근의 독특한 예술적 감성과 정서가
드러난다. 먼저 김수근이 접근한 감성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김수근이 집중하였던 인간의 심성은 포스트모던에서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정서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는 감성적 접근에 해당된다. 김수근이 추구하는 ‘정서에 바탕을
둔 공간’은 인간의 정서, 기억과 관련된 상징적 공간이자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무엇이며, 아울러 심오한 정신적 차원과 연계된 비일상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
다. 그는 이러한 공간은 시간과 일상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가 공간적 특성을 경험할

29) 박종환, “예배공동체와 예배 공간,” 「기독교세계」978(2012), 21-22.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근의 의도를 과도하다고 폄하할 수는 없다. 종교적 신비가 가시적이
지 못하면, 상징과 상징하는바 본질 사이에 다리가 없다면, 어떻게 종교적 초월성의 차별성
과 연결성을 설명한다는 말인가? 이런 측면에서 그의 시도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
31) James F. White & Susan White, 앞의 책, 54. 이렇듯 유연한 공간의 예는 신촌성결교회를
들 수 있다. 앞쪽에 공간을 두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도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32) 같은 책, 28,
33) 같은 책, 136.
34) 같은 책,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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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35)

경동교회 외관에 적벽돌을 사용한 것은 견고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주며 한국적
정서가 가미된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36) 벽돌을 쌓아올린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실은 철골구조의 시멘트 위에 파벽돌을 붙여 거친 느낌과 음영의 효과를
살린 것이다. 경동교회의 이미지는 기도하는 손 외에 횃불, 유럽의 고성, 노아의 방주,
모태 공간(자궁) 등 다양하다.37)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공감각적인 은유적 상징이 사람
들에게 공간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표상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38) 긍
정적인 측면에서 교회건축의 과제는 분명해 보인다. 과연 건축가의 예술적 소양과 천
재성이 교회건축이 가져야 할 예배장소로서의 기능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숙고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경동교회는 예술성과 심미성에서 탁
월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족임을 전제로, 건축물과 메타포 사이의 간
극은 어느 정도 적합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예배공간을 통해 어머니의
자궁이나 카타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했다면 발코니와 극장식 구조는 어색한 조합
이다. 준공 이후 설치된 것이기는 하지만 거대한 오르간도 본래 건축이 표방했던 메타
포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IV. 교회건축의 본질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경동교회
1. 교회와 교회건축의 이중적 속성과 전이공간(Transformation/Metastasis)
화이트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을 위해 사용하는 표지-행위(sign-act)
를 주목하면서 물질이 행위의 표현방식이 되고 상징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통
로가 된다고 주장한다.39) 건축의 모양과 재료, 배치와 사용방법도 이러한 통로로서 기
능한다. 김수근은 경동교회 건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종교적 상징성을 사용하고 있다.
35) 김경율, 한지애, “김수근 건축의 감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7(1)」 (서울: 대한건축학회, 2007), 618.
36) 같은 글, 619.
37) KBS 방송프로그램 「명작스캔들」, “<경동교회>는 모태 공간이다?”, 2012년 4월 29일 방
송, http: //www.kbs.co.kr/end_program/1tv/sisa/scandal/vod/1887455_36117.html;http://www.conpia.com/
tv/T168405237/ 7925, 2020년 12월 28일 최종접속. 김창성, “김수근 교회건축의 빛에 의한 공
간 표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8(1), 117.
38) 김경율, 한지애, 위의 글, 619-620.
39) 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Third Edition Revised and Expand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7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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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와 고난의 신학, 순례의 모티브로 바깥세상과의 차별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교회, 예배하는 이들을 거룩의 자리로 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특한 외관과 나선
형 계단, 그리고 카타콤을 형상화한 내부 구조와 하나님을 향한 빛의 연출이 일상과
거리를 두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경험하며 “인간의 의식적 행위적 전이”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40)
제단에는 한국 개신교에서 흔히 등한시되는 성찬상(altar-table)과 세례대(baptism
table)를 설교대(pulpit) 중심으로 설치, 성례전과 설교의 조화를 나타냈다.41) 즉 하나
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하다. 승효상은 경동교회에 대해 부르
심을 받고 세속에서 떨쳐 나오는, 경건과 거룩의 요소를 갖춘 건물이라고 평가한다.42)
하나님의 영광에 휘감기기를 앙망하는, 변화산의 변모의 기적을 소망하는 이들의 종교
적 열망과 거절당하고 죽임당한 이들을 위해 준비된 어둠의 공간이 압도하는 종교적
체험, 루돌프 오토(Rudolf Otto)의 신비롭고도 두려운 신비의 심연에 잠시라도 머물고
싶어하는 갈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가능하다. 경동교회는 현대교회
가 추구하는 성도들의 편의를 고려한 건축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최준석은 그의 경동교회 방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탈색된 색감과 풀로 덮인 표면, 창문도 없고 마치 돌무덤처럼 보이는 덩어리 몇 개
만 머쓱하게 서 있습니다. 우선 이 교회의 외관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라…. 건축물 자체가 예수의 존재를 상징하므로 별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의미일까요? 경건한 태도로 기도하는 마음, 아마도 이 교회는 종교를 대하는 자세
자체를 외부로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43)

본당 내부, 예배당에 대한 그의 감상은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
안으로 들어가니 밖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원시적 처연함이 존재하는 새로
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 하지만 투박한 노출 콘크리트로 거칠게 마감된 내부는 외
부와 완전히 대치되는 공간으로, 현재가 아닌 과거, 현실이 아닌 신의 공간을 표현하
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 속에서도 사람의 존재감은 더 작게 신의 존재감은 더 크게
연출한 것입니다.44)
40) 김동윤, 이민정, 이동언, “김수근과 승효상의 종교건축에 나타난 전이공간 비교연구,” 「대
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6. 1 (2016), 29.
41) 경동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현재 성찬대는 강단 위 벽 쪽에 붙어 있고 회중석에서 볼
때 왼쪽 앞쪽에 위치하는데 설교자의 눈이 회중의 중간 좌석쯤에 맞춰져 있다. 세례대는 현
재 사용하지 않는다. 안덕원, 『우리의 예배를 찾아서』, 76-77.
42) 창조신학연구소 https://blog.naver.com/davidycho/221946759456. 2021년 1월 3일 최종접속.
43) 최준석, 『서울의 건축, 좋아하세요?』 (서울: 휴먼아트, 201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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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방문자에게 모태와 같이 아늑함을 주는 거룩한 공간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경동교회가 종교적 경험을 신학적, 미학적으로 구현했음을 어느 정도 증명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자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기독교 신자였다고 밝히고 있는 건축가 승효상은
“영혼이 거주할 수 없는 건축, 그것은 박제이며 세트일 뿐”이라고 단언한다.45) 그는
일반적인 건축물조차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촉진하는 건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건축은 단지 외관과 껍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 한계성
을 초월케 하고 영성과 신성을 지향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표현일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친교만을 강조하지 않고 거룩한 신성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자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건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빌면 이러한 종교적 경험으로의 초대를 공간적/시각적
전이(轉移)(Transformation/Metastasi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대로 교회
는 거룩과 경외를 느끼는 장소다. 교회의 본당 출입구 쪽으로 난 계단은 일종의 전이
공간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순례의 길’을 상징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천상의 경계를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진입과 유보, 성소에서
의 조우, 그리고 주실과 부속실의 위계구분으로 김수근의 교회건축은 전이를 뚜렷하게
구현한다.46) 현세와 내세의 구분과 동선의 연장으로 위계성, 연속성, 그리고 상승감을
부여한다.47) 본당을 나가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십자가가 그려진 스테인드글라스
는 교회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를 나타내는데, 이는 교회건축의
이중적 속성을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다른 양상의 전이공간으로 여겨질수
도 있을 것이다.
교회 외관의 구조는 분절된 기둥을 연결하면서 각각의 높이에 변화를 주었고, 기
둥의 상단은 안쪽으로 모아져서 “인간과 종교의 화합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
스의 분절을 통한 시각적 전이48)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전이공간으로서의 종교적
상징성을 확보하여 구별의 묘미를 살리고 화이트가 말한대로 하나님의 가시적인 사랑
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환대와 교회건축의 공공성49)
44) 앞의 책, 47.
45) 승효상,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서울: 컬처그라퍼, 2012), 31.
46) 한지애, 박연정, “김수근 종교건축 3제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경계와 구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0.3 (2014), 56-57.
47) 같은 글, 56.
48) KBS 방송프로그램 「명작스캔들」, “<경동교회>는 모태 공간이다?”
49) 이 주제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29일 경동교회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최로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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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도의 신전에서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나고 신전은 신을 위한 기념물로 건축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서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만남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화이트는 환대성(hospitality)을 교회 건축의 중요
한 우선순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0) 화이트에게 있어 환대성은 개인 가정의
이미지로 연결된다. 1세기 초대교회 부터 20세기 타문화권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교회
가 개인 주택 안에서의 만남을 빈번하게 실천해 왔던 것은 편안함 때문이었다.51) 개
인 주택이라는 가깝고 친밀한 공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고 평
화의 인사를 나누며 호의가 오고 가는 장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환대’를 필요로 하
는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인간은 타자의 인정과 수용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관계를 확대해간다. 외형적 상징물인 교회건물이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공동체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징으
로서의 기능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회건축이 지향해야 할 환대성은 ‘공공성’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동
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교회는 단지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신자들만의 성곽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이웃,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대성과
공공성, 심지어 개방성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동교회는
공간적, 심리적 측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성공적인 사례다.52) 특별히
단상에 설교자나 기도자를 위한 좌석이 없다든가, 뒤쪽 나가는 문의 스테인드글라스의
여러 가지 십자가 모양 등은 성직자의 권위를 낮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교회의 철학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례다.
경동교회의 환대성은 교회 외부보다 내부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구현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축제의 장’으로 구상된 옥상교회가 있으며 지금도 예배와 축제를 위
한 열린 공간으로 사용된다.53) 얼핏 건축물의 외관은 외부로 철저히 닫혀 있는 듯 보
이지만 옥상교회는 누구나 와서 함께 기독교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열려 있
다. 연극, 영화 상영, 음악회 등을 열 수 있는 공연장도 되고 소극장도 되며, 월드컵
시즌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응원하는 장소로 개방되기도 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교회의 사회적 책임 포럼-교회와 공간, 공간의 공공성과 경건성 사이에서」를 통해 발표
한 글들, 곽호철의 “신학자가 본 교회건축” 그리고 홍기협의 “건축가가 본 교회건축”을 참조
하라.
50) James F. White & Susan White, 앞의 책, 26-27.
51) 같은 책, 27.
52) 소요한, “역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는 교회 공간의 공공성과 그 의미,” 곽호철 외, 『한국
교회 건축과 공공성 –신학이 있는 교회 건축』(서울: 동연, 2015), 178-187.
53) 이곳은 현재 강원용 목사의 호를 따서 여해문화공간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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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이 있다. 가시적으로는 담을 낮추어 교회가 요새나 무기고가 아닌 환대의 공간
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54) 중세의 고딕이 하나님의 위엄과 교회의 권위를 상징적으
로 표현하며 영적인 보루의 역할을 하고, 20세기 미국의 교외(suburban)에 자리잡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거룩하고 안정된 삶을 지켜주는 무기고 혹은 요새의 기능을 한 것
과는 다른 길이어야 한다.55) 자연환경이나 그 지역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위압적이지
않고 친화적인 구조와 크기를 가진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며 최근 교회의 담 높이를
낮춘 것도 높이 평가한다. 물론 건축재료의 투박함과 실내의 어두운 분위기가 친근감
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기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생
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건물 앞쪽의 소녀상이 일종의 보완재로 기능하여 지나가는 이
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을 통해 교회가 환대의 기관임을 피력해야 한다. 교회가 휴게시설, 문화시설, 사회체육
시설 등을 만들어 주민들과 교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
으며 유아,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역시 교회의 사회적 개방성을 나타
낸다. 경동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사회와 지역을 섬기는 문화공동체, 에큐메니컬한 교
회를 표방해왔다. 1945년 창립 초기부터 “세상 속에 파고들어 성육하는 교회”이고자
했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늘 뜻을 구현하는 참여의 교회”이고자 했다.56)
경동교회의 경우 수평적인 만남과 교제를 표방해야 하는 교회건축의 속성을 구현
하기에는 교회의 전반적인 시설이나 구조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다. 친교실은 본당에
비교하면 규모와 형태에서 코이노니아를 구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건물
의 구조상 장애인이나 노약자층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 본당으로 이어지는 나
선형의 계단은 그 신학적 의도는 탁월하나 접근성에서 배려가 부족하다. 어두운 조명
과 가파른 각도, 좁은 문 역시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재
의 시선으로 본다면 아쉬움이 있다.
경동교회가 사회에 많은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로서 문화와의 소통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외형적 측면에서 본다면 따듯하게 다가

54)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가 이제는 보편적인 기준이다. 이것은 고령자나
장애인들을 배려하여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으로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
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
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802&cid=40942&categoryId=31638. 2021년 1월
4일 최종접속.
55) Jeanne Halgren Kilde, When Church Became Theatre: The Transformation of Evangelical
Architecture and Worship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4장 “Spiritual Armories on the New Suburban Landscape” ( 새로운 교외의
풍경에 자리 잡은 영적 무기고)를 보라.
56) 박종화, “경동교회의 예배생활,” 「월간목회」 424 (2011.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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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나가는 이들을 초대하는 이미지보다는 영적 요새나 안식처처럼 구분과 단절의
이미지가 강한 것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태생적 한계가 아닌가 싶다.
교회건축은 건축물 자체의 특징이 표방하는 신학적 건축적 언어로 인한 이미지의
영향하에 놓이지만 교회의 역할로 그 정체성이 결정된다. 경동교회는 그런 면에서 융
통성이나 유연성 면에서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서는 적합하다 해도 앞으로 예배의 기능과 활용적인 면에서 교회는 더 광범위한 도전
과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고정된 공간이라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고정된 공간에서 사
람들의 모임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정해진 예배시간이나 공간보다 모임자체에 집중
하고 있는 지금, 미래의 교회와 예배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지 짐작조차 힘들다. 필자
의 사견임을 전제로 보다 유연성 있는 평면과 좌석배치,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배려, 현대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설비를 갖추는 등 전향
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오늘날의 교회는 단지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
라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꾸며지고 있다. 카페 교회, 소극장 교회, 길거리
교회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인데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
려가 필요하다.57)

3. 교회건축의 토착화
화이트는 기독교 예전의 항구성과 가변성을 논하면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계시적
속성은 불변적이나 문화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적용과 시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다.58) 교회건축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영구불변의 건축물이 아닌 사
회와 문화적 환경에 따라 응용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시춘은 단순히 전통문
화의 계승이 건축의 토착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현대의 건
축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59) 건축의 토착화가 단순히 과거의 내용을 답
습하여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건축 문화적 전통과 정서를 현대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해석하여 현대의 건축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김수근은 자신만
의 방식으로 토착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60) 만약 한국의 전통문화 회
57) 카페 교회의 예로 제주도의 방주교회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부산의 해운대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소극장이나 대학로의 미와십자가교회가 소극장 교회의 사례로 소개할만 하며,
경기도 양평의 국수교회는 원형평면으로 각종 콘서트가 이루어진다. 명동의 명신교회(김길
목사)는 길거리 교회를 표방한다.
58) White, “The Scope of Liturgical Studies,” 59. 예전의 항구성과 가변성에 관련된 제임스 화
이트의 저서뿐만 아니라 다음 저서도 참조하라. Gregory Dix, Shape of the Liturgy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5).
59) 정시춘, 앞의 책, 204.
60) 노지화, 앞의 글, 217. 노지화는 김수근이 디아스포라적 혼종성을 가진 건축가로서 “한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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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에 기준을 둔다면 경동교회는 토착화의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없겠지만, 재해석과 재
창조의 시각에서 본다면 경동교회는 토착화의 한 사례로 여겨질 만 하다. 많은 교회들
이 서구의 교회를 벤치마킹하거나 서구의 것들이 선진적이며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동교회 나름의 예배와 건축을 만들어 온 것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
다. 교리의 교조화, 신앙에 대한 완고한 근본주의적 접근방식, 모방(mimicry)과 천편일
률로 요약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와 예술이, 목회자와 건축가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의
미를 찾고, 타협안을 모색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소통의 과정은 토착화의 광의적
인 적용에 부합할 것이다. 이렇듯 교회공동체 나름의 교회와 예전에 대한 철학과 건축
가의 예술적 감성이 만나 치열한 토론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경동교회의 사례는 토
착화의 사례로 부족함이 없다. 예전적이면서 실천적인 영성을 지향하는 독특한 목회와
예배 철학과도 어울린다.
경동교회 건축의 독특성을 방영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외부와 내부, 세속적
공간에서 영적이고 의례적 공간으로 가는 좁은 계단 길, 이를 통해서 종교의식이 이루
어지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연결했다는 점에서 한국적 전이 공간을 도입했다61)고 평가
하고 있다. 경동교회의 건축 속에 나타난 신학적 의미들은 단순히 건축 철학이 만들어
낸 예술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것을 보존하며, 효과적이고
상징적으로 신학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교회건축의 한 모델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교회
가 계속해서 숙고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덧붙여 경동교회는 예배속에서 구체적으로
토착화를 실천하고 있다. 실례를 들자면 교회의 예전에 사용되는 복식(服飾)이 매우
토착적인데 예배집례자와 찬양대의 가운, 강대상의 보의 문양, 호롱불 모양의 촛대 등
곳곳에 한국적 상징들을 적용하고 있다.62)

V. 나가는 말
김수근은 “건축은 언어와도 같다. 잘 구사하면 당신은 시인이 된다”는 미스 반 데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의 표현이 잘 어울리는 건축가다. 그가 풀어낸 건축
언어들이 신학과 공동체를 만나 열매를 맺은 경동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상징과 예배,
공동체의 삶을 엮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빛의 활용, 구조, 공법, 구성 등 여
러 가지 면에서 탁월함이 느껴진다. 정시춘은 교회건축에서 적절하게 사용된 상징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 인물로 평가한다.
61) KBS 방송프로그램 「명작스캔들」, “<경동교회>는 모태 공간이다?”
62) 경동교회 예배의 토착화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안덕원, 『우리의 예배를 찾아서』,
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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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유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63) 경동교
회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4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는 유효하다. 화이트의 기준으로 살펴본 경동교회는 건축물 자체의 예술성과 더불
어 우리에게 구별된 공간의 의미를 제고하도록 초대한다. 경동교회 건축의 존재 의의
는 시대와 문화를 꼼꼼하게 읽어내고 선도한 혜안과 용기에서 찾아야 한다. 모방과 복
사, 천편일률적인 답습에 머물던 시절에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대화로 신학과 건
축의 경계를 허물고, 예배당이 얼마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파격적 시도를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예전적 개성을 살려내기 위해 재료를 모으고 빚어내어 연마하
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은 노력이야말로 확실히 시대를 앞선 것이었다. 화이트의 표현
대로 교회건축의 존재 의미가 예배를 섬기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경동교회는 자신들만
의 예전적 예배와 공동체의 형성을 돕는 건물을 효과적으로 건축하고 사용해왔다. 물
론 유연성과 친밀성에서의 한계도 드러나고 공간구성과 가구의 활용에서도 아쉬운 부
분이 있다. 예전과 건축의도의 불일치도 신중하게 들여다볼 부분이다. 설계자의 예술
적 감성, 개성적 해석에 매몰되어 예배의 시원적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김수근의 지독한 천재성만 눈에 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
는다. 건물을 보는 시각에 다양성이 있기에 이 부분은 이해와 수용의 과정에 필연적인
차이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다만 교회가 폐쇄적이라는 최근의 논의에 대해 동의
하면서도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구별성마저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면서 그것은
교회건축, 혹은 일반적인 종교건축의 속성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64) 본시 구별된 장소는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를 만나기 위한 일종의 필수적인 상징이자 형식이다. 다원화된 시대의 요
청에 부합하는 교회건축을 통해 교회의 비성역화, 민주화, 인간화, 공간의 융통성이라
는 긍정적인 결과도 분명 얻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시도된 개방성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치중되어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교회의 궁극적 부르심을 불분
명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건축은 항상 질문해야 할 것이다.
교회건물이 유물로 남아 전시의 대상으로 화석처럼 보관될 것인가? 전통으로 남
아 이정표로 자리 잡고 살아 숨 쉬며 사람들과 소통할 것인가? 결국 예배하는 공간으
로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건물은 사용하는 이의 역할에 따라 그 용
도를 달리한다. 교회의 위기라며, 건축하고 있는 건물들의 계속적인 사용에 대한 부정
적 예상들이 팽배한 지금,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집요한 질문 끝에 탄생한 김수
근의 작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거룩성과의 균형적 조화가 어렵기는
하지만 교회 건축은 지속적으로 환대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
63) 정시춘, 『교회건축의 이해』, 83.
64) 유현준, “교회건축의 역사와 도시교회의 시대적 역할,”「월간목회」 510 (2019.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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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이웃을 위해 개방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기획해내고 있는 반면, 여전히 교회는 폐쇄적이다. 공간의 적정성에 우선하는 것은 상
대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환대성이지만 건물이 인간의 마음
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공동체의 환대성과 공간
의 환대성이 공존하도록 모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경동교회는 건립 초기의 신학적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부속 공간이나 건물 등을 통한 환대성의 표현을 좀 더 고
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교회가 내부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환대성을 조금은
더 외부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폴 틸리히(Paul Tillich)가 말한 대로 훌륭한 예술에 담긴 신학은 예술 행위와 결
과에 드러나는 신성의 현현(顯現, manifestation)에 대한 교리와 같다.65) 그에 의하면
교회건축은 일종의 ‘돌로 지은 신학’이자 ‘돌로 쓴 설교’다.66) 이처럼 중요한 교회건축
을 결코 가벼이 대할 수 없다.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하고, 새로운 적용을 요구하는
문화의 변화에도 대답한 내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도전과 변화를 나름의 방
식으로 소화하고 새롭게 해석하여 구체적인 결과물을 창조해낸 김수근의 경동교회 건
축은 새로운 시대의 교회건축을 위한 신학적, 건축학적 이정표로 충분히 기능하며 공
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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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김수근의 경동교회 건축에 대한 기독교 예전적 분석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의 교회건축과 예배
공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유 재 원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설교학)

Ⅰ.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의 저자인 안덕원 박사가 평소에 기독교 건축을 포함한 건축에 관심이 많
고 거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관련 학회활동은 물론 참고문헌에도 나온 것
처럼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 논찬은 특별히 큰 부담이 되었
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다행히 논찬자가 대학시절에 지낸 동네에 김수근의 공간 사
옥이 있었고, 시 낭송회나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갔던 기억 때문에 완전히 낯설지
만은 않았던 입장에서 논찬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다. 한국 기독교에서만이 아니라 건
축학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 경동교회 건축에 대하여 학제 융합적인 연구와 예배학적
인 관점으로 폭넓고 깊이있는 연구와 분석을 행한 안덕원 박사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표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 논문의 창의적이고 유익한 장점은 일단 배제하고서 약간
의 아쉬운 부분에 집중하여 논찬을 이어가고자 한다.
II. 경동교회 건축 소개1)

1) http://www.kdchurch.or.kr/page/index/32 (2020년 1월 22일 최종 접속). 건축자료는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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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교회 건물은 그 유명세가 크지만, 발제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정보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홈페이지의 교회건축소개 부분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안내도
<본당>
2F 여해문화공간
1F 대예배실
B1 친교실, 소예배실, 새교우등록실
<선교관>
5F 미래를여는방
4F 장공기념채플실, 미디어실
3F 사무실, 교역자실, 권사실, 소회의실
2F 경동갤러리, 사회선교실
1F 도서실 1F·B1·B2 주차장
<교육관>
3F 교회학교성경공부실
2F 신도회실, 선한이웃 클리닉 진료실
1F 경동어린이집

2. 교회 건물과 내부 소개
영적인 울림이 가득한 공간/ 신학적 상징
이 충만하며 미학적 독창성을 지닌 건축물
/ 대한민국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건축물
1981년에 건립된 경동교회 본당은 건물 곳곳
에 신학적 상징과 이미지가 충만함과 더불어
미학적 독창성을 지닌 건축물로서 한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 김수근이 설계하였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한 메인
타워, 부활을 향한 골고다 언덕길을 형상화
한 본당 진입로, 초기 로마교회 카타콤의 엄
숙함을 느끼게 하는 예배당 내부, 제단 위
17m 높이의 천장에서 십자가로 내리비치는
환한 빛...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깊은 감동과 영적
울림을 주는 경동교회는 한국 교회사의 기념
비적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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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교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뜻하는 에큐
메니칼 정신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었다.
파벽돌로 하나하나 쌓아올린 외벽은 수많은
개체들이 모여 하나가 됨을 나타낸다.
각 층별로 1층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 2층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3층은 자연과 인간의
만남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교회가 지녀
야 할 여러 측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예배당은 본당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로 모였다가 각자의 십자가를

신학적 상징과 영혼의 울림이

지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 믿음을 삶 속에 실

가득한 공간

천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인
햇빛이 내리비치는 십자가
12사도를 상징하는
12개 기둥,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임(에클레시아)을 상징
하는 제단

예배 후 나갈 때에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문
(디아스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손

골고다 언덕길

교회 중앙, 하늘 위의 한 점을

메인 타워를 첨탑 십자가가 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랐던

향하여 하나로 모아지도록 한

닌, 세상의 구원을 기도하는 손

골고다 언덕길을 상징하는 본당

부정형의 벽돌

의 형상으로 표현

계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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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종화 원로목사가 말한 경동교회 건물과 예배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을 것 같다. 현재의 수도원 형식
(외형으로 보면)의 고대형 돌과 시멘트로 골격을 만든 교회당은 건축가 김수근 선생의
걸작이라 지칭되는 건물로 예배당 내부는 육중한 감각을 담았다. 1981년 건축 때부터
예배용 악기를 파이프 오르 간 중심으로 삼기로 하고 그것과의 조화를 이룬 공간과 음
향을 최대한 살린 건축양식을 채택했다. 예배의 장소인 예배당(2층)은 「하나님과 인
간의 수직적 만남」을 상징하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설교대와 성찬대 및 세례대를 나
란히 설치하여 말씀과 성례전의 조화를 이루게 했다. 매월 첫째주일은 항상 성만찬예
배를 드리며 특별한 절기(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에는 항상 성만찬이 마련된
다. 제단의 십자가를 향해 모여드는 교인들이 예배 후 세상을 향해 흩어질 때에는 입
구 가운데를 각자가 걸머져야 할 형형색색의 십자가로 수놓아진 스테인 글라스 문을
통과하여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간다. 교회를 향하여 들어오는 길목으로부터 좌우 양면
의 수많은 계단은 예수께서 골고다로 향해 걸으셨던 그 길을 상징하도록 디자인 되었다.2)
III. 논문의 내용과 형식에 관하여
1. 내용에 관하여
1) 구성
안덕원 박사의 논문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임을 의식해서인지 상당히 긴
분량을 들어가는 말에 할애한다. 건축가 故김수근 소개를 비롯해서 왜 경동교회를 다
루었는지, 신학적 분석과 의미를 위해서는 제임스 화이트의 예배학적 관점을 적용시켰
음을 설명한다. 또한, 그 말미에는 “경동교회 예배당이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라는 점에 기초하여 그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지를 찾아
보려는 시도”이며, 나아가 “경동교회 건축의 예전적 가치를 찾고 교회건축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지를 탐구”하여 “관찰자와 사용자의 측면에 서서 객관적, 서술
적 분석”을 시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본문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Ⅰ.
교회의 여섯 가지 공간과 경동교회는 1. 경동교회 건축개관 2. 제임스 화이트의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에 대한 이해 3. 경동교회의 여섯 가지 공간, Ⅱ. 교회 건축시 고려사
항으로 분석하는 경동교회에서는 넘버링 없이 유용성, 단순성, 유연성, 친밀성, 예술성
혹은 미적 감성에 대해 서술한다. Ⅲ. 교회건축의 본질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경동교회
에서는 1. 교회와 교회건축의 이중적 속성과 2. 환대와 교회건축의 공공성 3. 교회건
2) 박종화, “경동교회의 예배생활”, 바른교회아카데미 연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20.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시 담임이었던 박종화 목사가 직접 발표한 내용이라서 소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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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토착화를 언급한 다음 거의 들어가는 말과 비슷한 분량의 나가는 글로 구성되어
있다.
2) 질문
첫째, 발제자는 Ⅱ장의 ‘단순성’에서 파이프 오르간에 대하여 “원래 건축 당시에
계획되지 않았던 것인데, 사뭇 위압적인 모습으로 전반적인 교회 내부 분위기와 잘 어
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것은 필자가 알고 있는 바와 달랐고, 이를 반증
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이미 언급했지만, 당시 박종화 담임목사가 직접 세미
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경동교회는 1981년 건축때부터 예배용 악기로 파이프 오르간을 중심에 두기로 정
하고, 예배당 내부를 설계할 때 파이프 오르간의 조화를 이룬 공간과 음향을 최대한
살린 건축양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파이프 오르간은 경동교회 예배당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3)
그런데, 왜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란다.
둘째, Ⅲ장의 3. 교회건축의 토착화에서 경동교회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의 하
나인 ‘에큐메니칼’적 관점에서 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처음부터 발제자가 제임스 화이트의 분석 틀로 행할 것이라는 한계를 분명
히 언급했지만, 현재의 언택트 시대,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여 예배를 드리는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교회 건축이 어떤 의의를 가지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
문에 대하여 발제자는 “관찰자와 사용자의 측면에서 객관적, 서술적”으로 대답해 주기
바란다.
2. 형식
이 논문이 일단은 학회 발표를 위한 것이고, 발제자의 책이나 논문 인용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각주 2), 4), 25), 26), 54), 58), 66)에 표기된 포괄적 각주는 반드시 수정
되어야 하며 각주 37)의 최종접속 연도(2029년)와 50)의 최종접속 연도(2018년) 또한
정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도 단행본과 학술논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더 나았
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미 말한 바 Ⅱ. 교회 건축시 고려사항으로 분석하는 경
3) 박종화, “경동교회의 예배생활”, 바른교회아카데미 연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2011년 7월
21-23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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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회의 본문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Ⅳ. 나가는 말
타계한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가 김수근은 지금도 여러 화려한 수식
어구들이 따라 붙는 한국의 걸출한 건축가이자 한국의 건축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이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필자에게는 이번 논찬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오랜 기간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한때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었던 김수근씨가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했다는 사실이었다(1976
년).4) 이와 관련하여 주원규는 그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문실로 사용된 5층의 창문들이 극단적으로 좁게 설계되어 있고, 복도를 따라
마주보는 방의 출입문들이 서로 어긋나게 열리도록 되어 있다. 모든 방에 욕조를 설치
하여 물고문 도구로 사용되었다. 거기에 오르는 계단은 나선형으로 설계되어 연행된
인사가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조차 헷갈리게 설계하기도 했다.5)
1979년에 동일한 건물이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크리스챤 아카데미 간첩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까지 연행되는 고초를 겪은 강원용 목사의 생각이 참으로 궁금해진다.
1976년에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한 김수근에게 당시 사회운동을 열심히 펼쳐나가면
서 에큐메니컬 정신을 계승하려고 힘썼던 경동교회의 건축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었을
까?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가 나가는 글에서 김수근을 “건축은 언어와도 같다. 잘 구
사하면 당신이 시인이 된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건축가라고 했는데, 경동교회에
만 국한시켜서 이렇게 말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아무리 기독교세가 약화되고 있다고는 해도, 십자가를 내건 교회가 아직은 많이
눈에 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런 예배신학적인 성찰과 고민없이 예산과
시간 맞추기에 급급하여 날림으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는 현실 자체가 문제이다. 이
점을 주지하면서, 교회 건축의 본질에 더 집중하되, 그 교회의 과거 역사가 현재 역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미래 역사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남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통해 교회 건축의 정초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부족한 논찬을 끝맺
는 바이다.
4) 독재정권 당시 악명을 날렸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난 곳이었는데, 현재는 역
사의 흐름 속에서 ‘경찰청 인권센터’로 바뀌어졌다.
5) http://870114cheol-a.org/nyd-ksg/ (2020년 1월 21일 최종접속). 자세한 내용은 주원규, 『한
국교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고양: 곰출판, 2020)의 1장 처음에 나오는 “역사 속의 종교,
종교 속의 역사_ 경동교회”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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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김수근의 경동교회 건축에 대한 기독교 예전적 분석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의 교회건축과 예배
공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양 승 아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설교)

본 연구에서 안덕원 박사는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의 교회 건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동교회의 건축을 분석하고 있다. 안덕원 박사가 그의 연구에서 경동교
회는 “한국현대종교건축에 중요한 프로토타입을 제공한 유의미한 사례”라는 노지화의
평을 인용한 것처럼, 경동교회는 현대 한국교회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고 있
다. 경동교회 건축은 서구의 교회건축이나 유행처럼 번지는 교회건축의 흐름을 답습하
지 않고, 교회가 기반하고 있는 신학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동교회 건축을 제임스 화이트의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교회건축에 대한 이해
를 전환 혹은 확장하여 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실질적으
로 제시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안덕원 박사는 제임스 화이트가 제시한 여섯 가지 공간인 모이는 공간, 이동하는
공간, 회중의 공간, 찬양대의 공간, 성찬상의 공간, 세례의 공간을 중심으로 경동교회
의 공간을 살피고, 교회건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따라 경동교회를 평가하고 있다.
이후 교회의 공공성, 환대성, 토착화라는 교회 건축의 전통성과 본질적 입장에서 경동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가운데 안덕원 박사는 제임스 화이트의 이론이 미
국교회를 사례로 한 점과 30여년 전 출판된 저서라는 점, 에전회복운동의 영향과 감리
교라는 제임스 화이트의 교단적 배경을 고려하여 제임스 화이트의 기준이 경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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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평가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안덕원 박사의 연구는 경동교회라고 하는 현대 한국교회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그
저 건축물 그 자체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안덕원 박사는 독자로 하여금 경동교회의 곳곳을 직접 보는 듯이 느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주고, 신학적 관점에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장점,
혹은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해주고 있다. 이는 경동교회를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지라도 경동교회 건축의 아름다움과 상징성, 기능성 등을 밝히 이해할 수 있으며, 건
축가 김수근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경동교회 건축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도록 만들고 있
다. 더 나아가 제임스 화이트의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그 이론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화이트 이론을 한국교회 건축에 적용시킬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거
나 리모델링(remodeling)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
으로 보인다.
안덕원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한국교회 건축은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건축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계되고 건축되곤 했다. 그래서 서구교회의 건축을 답습하
거나, 당시 교회 건축의 유행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 왔다. 때로 교회건축에 교회의 성
장과 부흥을 혹은 이에 대한 바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지역적 혹은 공동체적
배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교회가 가지는 신학적 견지를 담아내지 못하곤 하였
다. 이러한 시류 속에서 안덕원 박사의 연구는 한국교회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연구를 논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안덕원 박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안덕원 박사께 감사를 드리며, 논찬자의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
안덕원 박사는 제임스 화이트가 말한 환대성의 관점에서 경동교회 건축이 보완해
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물론 건축재료의 투박함과 실내의 어두운 분
위기가 친근감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이 않다는 평가가 있기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
해야 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이해는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동교회가 사회에 많은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로서 문화와의 소통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외형적 측면에서 본다면 따듯
하게 다가와 지나가는 이들을 초대하는 이미지보다는 영적 요새나 안식처처럼 구분
과 단절의 이미지가 강한 것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태생적 한계가 아닌가
싶다. 교회건축은 건축물 자체의 특징이 표방하는 신학적 건축적 언어로 인한 이미
지의 영향하에 놓이지만 교회의 역할로 그 정체성이 결정된다. 경동교회는 그런 면
에서 융통성이나 유연성면에서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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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원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회가 가지는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건축은 친
근성, 환대성, 개방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미래 교회가 가져야 할 공간과 기능적 특성
을 수용해야 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 그런데 모든 교회 건축이 모든 기능을 갖춘 공
간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경동교회 그 자체가 가지는고 상징성을 유지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일 것같다. 먼저 건축재료의 투박함과 실내의 어두운 분위기는 그
나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실내의 어두움은 실내 디자인과 상징물들의
배치와 조화를 이루며,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하는 경외감과 함께 예배당 안과
밖을 구분하여 거룩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경동교회의 예배당에 언택트(untact)
시대의 예배를 위한 현대적 장비를 갖춘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안덕원 박사는 경동교회 건축 후 설치한 오르간이 예배당와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경동교회 예배당에 현대적 장비가 설치된다는 것은 많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하나의 공간이 교회건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
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의 신학적 기조에 따라 하나의 기능이 강조되
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오히려 보완 혹은 변화의 필요성을 도입함으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동교회 건축의 상징성과 기능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이 더 문제
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경동교회의 실내 분위기가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
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논찬자의 질문은 이미 안덕원 박사가 연구 시점에서 이미 고민한 바일 것
이다 이에 안덕원 박사는 결론 부분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간의 적정성에 우선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교회
의 환대성이지만 건물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전향적인 접
근이 필요하며 공동체의 환대성과 공간의 환대성이 공존하도록 모색하는 자세가 요
구된다. 경동교회는 건립 초기의 신학적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부속 공간이나
건물 등을 통한 환대성의 표현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의 대안처럼 경동교회 건축이 부속 공간이나 건물을 통해 환대성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경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축 자체의 상징성과 부조화된 부속 공간과 건물은 그 상징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경
동교회 건축이 가지는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다.
이런 점에서 공공성과 환대성, 친밀성이 드러나는 예배와 교회의 대내외 활동을 더 활
성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를 통해 경동교회 건축에 담
겨져 있지만, 거룩성과 경외감 등 더 큰 상징성으로 인해 드러나지 못하는 환대성과
친밀성이 교회 대내외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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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김수근의 경동교회 건축에 대한 기독교 예전적 분석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의 교회건축과 예배
공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최 한 성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학)

안덕원은 경동교회의 교회 공간을 개신교 예전학자인 제임스 화이트의 예전 이해
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안박사가 말했듯이 화이트는 미국 감리교 배경의 미국교회 사
례를 기반으로 예전을 이해한다. 그렇기에 한국의 토양에서 지어진 경동교회 예전 이
해는 같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북미 개신교 교회건축의 기준을 세운 화이트의 예배 공
간에 대한 이해는 한국교회의 예배 공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발전시켜 준다. 문맥적
이고 상황적인 예배 공간의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쉽게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을 이 논
문은 과감히 논한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건축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동교회 교회
공간에 대한 연구는 다른 한국교회의 건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계속
해서 연구할 여지를 남긴다. 후속 연구가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줬기에 안덕원의 이 논
문은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안덕원은 경동교회가 토착화를 이뤘다고 평가한다. 그는 토착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강조한다. 토착화는 전통문화 계승의 측면에서 다뤄지기도 하지만
이 논문은 현대적 재해석과 재창조로 이뤄지는 토착화를 조명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
문화의 회복에 기준을 두는 토착화라기보다 문화 안에서 재창조에 방점을 둔다. 이는
서구교회를 벤치마킹하거나 그대로 모방하지 않으려는 건축가의 노력이다. 안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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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감성이 묻어난 토착화의 한 사례로 경동교회 교회 공간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교회 내부의 노출 콘크리트는 초대교회 예배 처소였던 카타콤이나 중세시대 수도원을
연상시킨다. 예배복에서도 토착화가 실천되고 있다. 예배 집례자, 강대상의 보 문양,
호롱불 모양의 촛대 등은 한국적 상징을 담아낸 토착화의 흔적이라 설명한다. 한 가지
되새김 되는 부분은 경동교회 외부 검붉은 벽돌이다. 이 매스들은 현대의 재해석과 재
창조로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했다지만 이런 형상화가 한국의 어떤 기도 상징(한국교
회 교인들만 만들어 낼 수 있는)과 어우러져서 재해석 되어 토착화로 보는지 반추하
게 된다.
이 논문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안덕원의 과감 없는 진단이다. 진단 받는 교회 입
장에서 듣기 좋은 평가만 하지 않았다. 그는 경동교회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원동
력과 방향성을 제공한다. 그는 경동교회가 건축시 고려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몇 가지
를 평가한다. 유용성에 있어서 아쉬움이, 단순성에서 거리가 멀고, 유연성에서도 아쉬
움이, 친밀성에서 우수한 편으로, 미적 감성으로는 독특한 조형미가 있다며 객관적 진
단을 내놓았다. 무조건 긍정적 평가만 한 것이 아니라 아쉬운 부분을 사심 없이 피력
하며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게 해준다.
안덕원은 그동안 교회건물의 본질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교회 재정이나 시대 유행
에 따라 교회건축이 이뤄졌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이 논문은 앞으로 교회
본질에 기초하여 건축하려는 교회에 풍성한 신학적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교회
건축시 고려할 사항들로 공간이 제공하는 유용성, 단순성, 유연성, 친밀성, 예술성과
교회건축의 본질적 측면들인 거룩한 공간으로의 전이, 세상과 소통하는 환대와 공공
성, 그리고 재해석 재창조의 토착화 등은 앞으로 교회건축을 고려하는 교회가 참고할
만한, 아니 참고해야할 요소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교회가 추구해야할 교
회건축의 나침반을 제공한다. 더하여 그의 책,「우리의 예배를 찾아서」(서울: 두란노,
2018)에서도 경동교회를 비롯하여 열여섯 예배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
는데 이 책도 교회건축을 고려하는 교회에 사려 깊은 교회건축을 도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초점이 다르기에 다루지 않았지만 경동교회 건축가 김수근의 고등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그는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대학교의 학업을 잊지 못하고 1954년 일본 동경예술대학 건축과를
거쳐 1960년 도쿄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교를 다니던 중에 일본 건
축 사무소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일
본에서의 고등교육과 경험이 김수근의 재창조의 토착화라는 측면에서 교회건축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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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한국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논문을 읽고 지역 교회에 도전하는 부분이 있다. 안덕원도 진단했듯이 경동교
회의 유연성과 환대성의 결여는 경동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회도 경
각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 공간과 예배 공간이 폐쇄적인지 개
방적인지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 예배 공간은 주일 혹은 공예배에만 사용한다.
주중에 예배 공간은 죽어 있다. 이 공간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유연하면서 유용하
게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교회 공간이 모든 이들에게 환대의 공간이 되어
예배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방법을 교회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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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발표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 기독교
교육과 경제학의 학문적 융합의 가능성

손 문 박사
(연세대학교)

박 지 영 박사
(연세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위기와 도전으로서의 코로나-19 시대
코로나-19는 최근 전 세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심각한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생물학적으로는 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나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SARS-CoV-2라는 이름
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SARS-CoV와 비교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인간 세포 수용
체와 연결되는 ACE2인데, 기존의 SARS-CoV보다 10배 이상 강하게 결속되는 특징을
지닌다(Scudellari, 2020,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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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코로나바이러스의 핵심 단백질
(Scudellari, 2020, 252)
코로나바이러스의 껍질은 세 가지의 이상적인 단백질로 만들어진 스파이크로 덮
여 있다. 각각의 스파이크 하단에는 인간 세포로 결속되어 들어가는 작은 연결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숙주 세포를 결속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의
SARS보다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가진다. 그리고 스파이크의 표면은 당류로 덮여 있는
데, 이것은 면역 세포를 위장하는 역할을 한다 (Scudellari, 2020, 253). 코로나-19의 심
각성은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펜데
믹의 충격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펜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낙폭은 충격적인데, 경제 기구에서는 8 퍼센트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
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낙폭으로 기록되고 있다. 문제는 이후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그 심각성은 2050년에 극대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Hanna et al., 202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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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경기 충격과 회복 (Hanna et al., 2020, 179)
이제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은 경제적인 충격을 넘어서서, 공동체 내에서 사회
적이고 정치적인 균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정책과 반응은 사
회의 소수자에 불균형의 양상으로 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강과 보건의 위협이 외교 정책과 무역 전쟁
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타자에 대한 분리와 두려움이 가장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Devakumar et al., 2020, 1194).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은 타자를 포용하고 소수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주된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토마스 그룸(Thomas Groome)의 공유적
실천과 나눔의 교사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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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독교 교사의 소명적 책무, 그리고 나눔과 실천
기독교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주된 특징으로 그룸은 일곱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다. 첫째는 “삶의 거룩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Groome, 2007, 362).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에 보다 충실해지는 것
을 의미한다. 그는 “삶의 경건”을 교사가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하는 교사의 자산으로
설명한다(Groome, 2007, 362). “당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you cannot share with others what you do not have yourself)는 경구의 인용
과 소금의 비유를 제자직과 연결한 누가복음 14장 34절의 인용은, 삶의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필수적인 덕목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Groome, 2007, p. 362).
그룸은 종교 교사의 “힐라리타스”(hilaritas)를 강조한다. 여기서 “힐라리타스”는
성 어거스틴의 400년경에 저술한 『제1차 교리수업』(First Catechetical Instruction)에
서 종교교사의 덕목으로 강조한 개념으로, “열정,” “즐거움”의 의미를 지닌다(Groome,
2007, 363). 그는 이러한 열정의 순간은,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영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순간이라고 고백적으로 서술하고, 이것은 소금이 그 짠 맛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Groome, 2007, 363). 교사 자신의 영성과 거룩함 그
자체가 교육 전반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이 됨을 고백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의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순서에 있어서 교육의 내
용과 방법은 목적 다음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육의 목적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이끄
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달성하고 하는 희망”으로 정의한다(Groome, 2007, 363). 여기서 교육의 목적이란, 하나
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이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서 “하
나님의 통치”(God’s reign)의 개념은 학습자와 교사가 최고의 희망을 표현한 요약적인
상징이 된다(Groome, 2007, 363).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요약적인 상징의 형태로 교육
목적으로서의 희망이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을 설명할 때에, 최종적인 희망으로서의 “요약적인 상징”과 “보다 즉
각적인 목적”은 구분된다(Groome, 2007, 363). 전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후
자는 “통전적인 본질”로 설명되는 “기독교 신앙”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통전적 본질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는 교육
에서의 “정신과 가슴, 그리고 의지”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Groome,
2007, 363). 그는 정신은 “정보의 제공”(inform)과 연결하고, 가슴은 사람들의 삶을 “형
성”(form)하는 것에, 그리고 의지는 사람들의 삶을 “변형”(transform)시키는 것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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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Groome, 2007, 363). 그리고 이러한 정신과 가슴과 의지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말
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 그리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으로 고백한다
(Groome, 2007, 363). 다시 말해서, “통전적이고 관계적”이라는 말은 “지식과 앎에 대
한 성서적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Groome, 2007, 363).
셋 번째로, 자기 자신의 신앙공동체의 신앙을 구성하는 것에 충실해야 함이 강조
된다. 여기서 “구성적인 신앙”(constitutive faith)이란 표현이 사용된다(Groome, 2007,
364). 구성적인 신앙이란 “진리의 위계”(hierarchy of truths)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Groome, 2007, 364). 핵심 원리로 구성된 진리의 요구는 자연한 높은 진리의 위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동체의 핵심 원리로 진리를 집약하여 신앙을
구성하는 과업은, 바로 종교 교육가들의 몫에 해당된다. 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집
약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 멤버들은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그룸이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신앙의 특수성과 보
편성이다. 신앙의 특수성이란 앞에서 언급된 공동체 멤버들과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의
긴밀한 관련성을 의미하고 신앙의 보편성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계시”에서 비롯
된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과 다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의미한다(Groome,
2007, 364). 이것은 신앙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에 주목하는 교육 활동은, 동시에 다른
전통과 자신과 다른 이웃에 대한 관심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네 번째는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태도이다. 그룸은 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수취인의 관
점”(according to the mode of the receiver)으로 학습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Groome, 2007, 364).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의 일상과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일까지 알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여기서 “인간 조건”(human condition)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정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Groome, 2007, 364).
이것은 그의 인간 이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인간의 가슴에는 그 어느 것
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릇”(God-shaped hollow in the human
heart that nothing else can fill)이 있다는 파스칼이 말을 인용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divine image and likeness)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강조한다(Groome, 2007,
364). 이와 같은 인간 이해가 그의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교육의 효
과”와 “학습자 이해”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단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존중,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 대한 교사의 인정, 학습자
에 대한 교사의 배움, 그리고 학습자들 사이의 동료 관계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학습자에 대한 기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교사가 학습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기대치를 반영하며 이것은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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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다섯 번째는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종교교육적인 의식”의 격려와 촉구이다. 이것
은 “학교교육 패러다임”(schooling paradigm)에서 “공동체-기반”(community-based)의
패러다임의 종교교육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룸은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 배우는 것”(learn about)과 종교적 전통“에서 배우는 것”(learn from)
을 구별하여 설명한다(Groome, 2007, 365). 전자는 학교교육 혹은 공식적인 교육 프로
그램으로 학습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학교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멤버들이, 자신들의 영적 정체감을 공동체의 신
앙 전통에 기초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종교교육의 대안은 회중, 가
정, 그리고 학교교육의 연대와 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종교교육
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공유하게 도와주며, 그러한 삶의 공유를 통해, 각각의 측면을
조명하는 장점을 지닌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신앙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며 지속하게
하는 에토스를 공교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특별한 정체감으로 사람들
을 양육하는 과정을 그룸은 “마을을 형성하는”(takes a village)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
서 “마을”(village)이라는 개념은 공식적인 학교교육에 비하여, 공동체적 연대를 강조
하는 특징을 지닌다(Groome, 2007, 365).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의 교육적 실천
(praxis)를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와
학습을 성찰한다는 것은 경험을 “재구성한다”(reconstruct)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Groome, 2007, 365). 여기서 재구성하는 활동은 교수와 학습의 목적과 사유, 그리고
교수와 학습의 발생과 향상의 성찰을 의미한다. 그룸이 주목한 교육의 실천은 “신앙의
전통”(faith tradition)과 “학습자의 삶”(their lives) 사이의 유기적이며 상호적인 관계
이다(Groome, 2007, 365). 교육의 실천 속에서 교사와 학습자는 신앙의 전통으로 자신
들을 이동시키고, 다시 신앙의 전통을 그들의 삶 속으로 가져온다. 이러한 교수법이
바로 “공유적 프락시스 접근”(shared praxis approach)입니다(Groome, 2007, 365). 공
유적 프락시스 접근이 가장 주목하는 핵심은 신앙과 삶을 “생활 속의 신앙”(lived
faith)으로 결합하는 것이다(Groom, 2007, 365).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사와 학습자
혹은 신앙공동체의 멤버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결합시키거나 통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삶-신앙-삶”(life to Faith to life)의 접
근 방법을 40년 동안 사용하였는데, 회상해보니 자신이 그러한 방법을 잘 사용하지 못
한 것 같다고 고백한다. 그래도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더 잘 사용하기 위해, 그 방법
을 지속적으로 성찰한다고 설명한다.
일곱 번째는 쌍방 간의 “계약”(covenant)의 차원에서 인간 차원의 노력과 “하나님
은혜의 기억”(memory of God’s grace)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강조된다(Groome, 2007,
365). 특히, 교육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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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한다. 세례 요한
이 자신을 “나는 메시야가 아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어려움의 최후의 순간에, “내
가 메시야가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
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질적 차이를 지닌 존재로 이해가 된다. 잭 세이모어(Jack
L. Seymour)는 기독교 교사의 직무를 보다 넓은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의미
를 가르치고 해석하는 활동으로 설명한다(2014, 31). 어찌 보면 기독교 교사는 현실 세
계와 하나님의 창조의 꿈, 이 둘 사이의 질적 차이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의
소유자들이라 할 수 있다(Mercer, 2017, 291).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지속가
능성은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신앙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독교 교사의 신학적 신념과 성찰, 그리고 실천에 의존된다고 할 수 있다.

III. 기독교 교육의 지속가능성
기독교 교사의 소명적 책무와 나눔의 실천은 삼림의 무분별한 벌채와 생물 다양
성의 심각한 감소,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야생 동물
거래가 중국에서 해마다 2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손실이 5조 6천 달러를 상회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의 산술적 차이를
강조하는 활동을 넘어선다(Tollefson, 2020, 176). 기독교 교육의 지속가능성은 신학적
성찰을 통해 현실 사회의 실재적 요구에 반응하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전용
(appropriation)의 역량을 지닌 기독교 교사의 탄력적 회복력을 요청한다(Seymour,
2014, 60). 코로나-19의 현실 경험을 분석하고 성서와 기독교의 전통을 이야기와 비전
의 차원에서 공유하며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의지적 결단을 통
해서 기독교 교사는 창조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기독교 교육의 수혜자들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Seymour, 2014, 61). 이 과정에서 기독교 교사는 전통적 규범이 지닌 부
적합성을 비판하고 지구의 생명 시스템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생태적 지속가능
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실천신학적 조이스 머서(Joyce Ann Mercer)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전
통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해석은 인간이 현실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경험의 생생함
이 신학적 구성과 규범적인 원리로 신중하게 고려되지 못한 결과로 이해한다(2017,
291). 이러한 경우 추상적 교리의 논리적 결합이 “경험의 구체적 실재” 속에서 분리되
어도 신학의 구조는 “생태적 복지”의 관점에서 “신학적 개념의 부적합성”을 비판하고
“생태적 고통”과 “환경적 수모”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Mercer, 2017, 291). 이렇게 할 수 있는 신학적 해석의 근거는 개념, 설명, 분석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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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통, 억압으로 위축된 “창조의 풍성함”과 희미하게 된 “하나님의 꿈”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실천신학의 사고와 “행동의 방식”에 기인한 것이다(Mercer, 2017, 292). 심지
어 이러한 신학적 실천으로 발생된 죽음과 실종과 같은 위험에 직면한 위기 속에서도
창조의 풍성함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위협에 대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증언자
로 서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Mercer, 2017, 295).
여기에서 머서는 “상호연관성”(interrelatedness)과 “상호의존성”(inter-reliance)의
생태적 행동주의의 신학적 논리를 제시한다(Mercer, 2017, 304). 열대 우림 지역의 상
황적 특성 속에서 맹그로브의 생태, 철새의 이동, 그리고 지역에 사는 그 원주민들의
생존은 서로가 긴밀하게 의존되어 설명된다는 것이다. 한 집단의 생존이 다른 집단의
생존에 의존하는 것, 이것을 상호의존성의 핵심으로 설명한다(Mercer, 2017, 304). 머
서 역시 성서와 기독교의 전통이 삶의 경험과 실재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비판적 수
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과 기독교 전통은 삶의 현장과 “비판적이며 생
산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Mercer, 2017, 304). 이 점에서 기독교 교육
의 지속가능성은 하나님의 창조적 통치와 모든 피조물의 풍성함을 지향하며 성소와
기독교의 전통이 생태시스템의 파괴를 비판하고 상대화하며 생태시스템의 다른 구성
원들과 인간의 상호연관성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독특한 해석의 틀을 형성하게 된다
(Mercer, 2017, 304). 여기에서 우리는 생태적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포괄적인 인간 이해는 하나님의 창조적 풍성함과 그들 주위에 중요한 연
결의 고리 속에 있는 다른 피조물의 생태와 상호 가능한 존재론적 함의 속에서 재규
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대 우림 지역에서 인간 존재는 필연적으로 그 지역 원
주민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물고기, 그리고 맹그로브의 생태의 “피조물됨”(creaturehood)
속에서 상호 가능한 탐구의 함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Mercer, 2017, 305).
이렇게 되면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의 생태적 환경과 복지는 인간의 의사 결정
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다시 말해서 비인간 피조물의 생태와 생존
이 인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지속가능성은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호흡에 대한 공감
(empathy)의 역량을 충분히 배양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Mercer, 2017,
305). 더 나아가서 머서는 다른 피조물과 인간 존재의 정당한 관계의 형성을 위해, 인
간 존재의 임시성(contingencies)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Mercer, 2017, 307). 기독교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이 점에서 에어스(Jennifer R.
Ayres)는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신학적 요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육체의 몸에 거주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몸을 모든 거룩함과 아픔으로 회복시
키셨다. 육체의 생태적 중요성은 그것의 물질성에 거주하는 것이다. 그러한 물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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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재, 비인간 생명, 그리고 지구적 물질과 공유한다. 인간이 그들의 사회적이고
생태적 환경과 연결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육체 안에서이다...... 우리의 몸은 가녀린
정원사의 등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땅의 작업에서 그리고 솟아오르는 강물의 넘실거
림에서 땅의 요소의 힘을 이해한다. 생태적 학과 생태적 의식에서 몸의 역할을 고려
함으로 분명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동시에 학습자의 정서적 관심을 소환하는 것이
다. 인간 존재가 그들의 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흥분, 노동, 피곤, 건강, 고통,
감각적 경험으로 명백하게 그리고 가시적으로 인간의 정서, 자기 이해, 그리고 종교
적 정체성과 연결된다(Ayres, 2020, 21).

결국, 자연 속에서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스러
움을 경험하고 체득하지 못하게 된다. 기독교 교육의 지속가능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초월적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학습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기이함과 기쁨의 공
간에 초대하는 발견의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노력이 된다(Ayres, 2020, 24).

IV. 기독교교육학과 경제학의 융합 가능성
코로나-19는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19년 12월 30일 중국 우
한의 후베이성의 우한 진 인탄 병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폐렴을 지닌 환자의 질병
샘플을 받고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으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
스임을 확인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세계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하였다(Horton, 2020, 1).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에 따라 2020년 2월 1일에 이미 확
진자는 11,953명으로 나타났고, 과학자들이 기존의 SARS-CoV 바이러스보다 10배 이
상 인간 세포 수용체(ACE2)와 강하게 결속됨을 확인한 이후, SARS-CoV-2 라는 새
로운 이름을 부여하게 된다(Scudellari, 2020, 254).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학 저널인
The Lancet의 편집자 Richard Horton 박사는 2020년 1월 23일에 중국 정부가 우한을
차단하고 모든 교통 연결을 통제했지만, 이미 중국 내 13개 추가적인 도시로 전체 인
구 3천 6백만명에게 확산되었고, 우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이미 일본, 대한민국, 미
국, 캐나다, 네팔,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만으로 바이러스를 실어나른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Horton, 2020, 10-11).
우리는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전대 미문의 위기와 도전 속에
서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점에서 제시한다. 여기서 기독교교육의 지속가
능성은 두 가지 함의로 이해된다. 전자는 기독교교육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기
독교교육이 어떻게 학문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기독
교교육에 대한 생태-환경적 접근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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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기독교교육의 융합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후자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코로
나-19의 질병적 심각성은 물론,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낙폭은 매우 심각한다. 더 우
려되는 상황은 이후 등장하게 될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만들어낼 심각한 지속가능성
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생태적 관점에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진지하게 고민하
지 않게 됨으로 직면하게 될 인류의 위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성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Hanna et al., 2020, 179).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20년 상반기에 전세계적으로 5조 6천 달러를
초과했다(Tollefson, 2020, 176). 한화로 환산하면 6,000조원을 넘어선다. 천문학적 수치
의 경제적 손실로 전세계가 고투하고 있다. 이미 경제적 손실과 피해의 낙폭은 2차 세
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Hanna et al., 2020, 179).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1955년에서 1975년에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장병 58,318
명이라는 수치를 2020년 4월 28일에 넘어서고 말았다(Horton, 2020, 47). 코로나-19가
모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이 희미하다. 광범위한 백신 접종으
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격리(quarantine)와 소외(isolation)의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한으로 그 기간이 짧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혼란, 공
포, 두려움, 좌절, 폐쇄공포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Horton, 2020, 18). 정신적 트
라우마가 이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도전,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독교교육가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후 OECD)가 개별 국가에 코로나-19 펜데믹 시대의 교육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주요 원칙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OECD는 첫째, 국가와 지역 사회 교육 책임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발생한 교육적 손실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고 제언한다. 둘째,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으
로서 학습자, 부모, 교사, 공중보건기구와의 협업을 강조한다. 셋째, 교육적 전략의 핵
심은 비약물적 중재조치에 따른 교육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의 교육과정 목표의 재설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펜데믹의 장기화로 인
한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 부과되는 심리적 중압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온라
인 학습의 기술개발, 학습자와 교사의 태도와 가치 목적, 회복탄력성, 자아효능감 등의
긍정적 자아 증진에 교육 시스템은 능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
자가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학습 기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 활동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온라인 인프라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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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응답과 상호작용의 기회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사는 온라인 학습에서 시간과 공간의 구조적 힘이 용해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곱째, 국가의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교사들이
전문적인 학습과 온라인 플렛폼 자원에 접근 가능하도록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증
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덟째, 펜데믹 기간 동안 의사소통의 전략의 연속성
과 협조를 위해 가족과의 소통을 중시해야 한다. 아홉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
실 비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새로운 직업 기술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코로나 펜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의 OECD의 제언은 “적
응”(mitigation) 전략으로 교육적 손실의 보완을 위한 교육 기관과 노동시장(labor
market)의 통합의 촉진에 관심이 주목된다(Reimers Schleicher, 2020, 7).
노동시장에서 대안적인 인력의 교육과 창출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평형상
태(equilibrium in the labor market)를 조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된다. 다시 말
해서, 하나의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은 다른 노동시장의 기회제공에 의존되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Mankiw, 2018, 369). 펜데믹 상황에서의 OECD의 제언 역시 이
러한 노동시장의 대안적 기회제공에 따른 선순환 구조의 촉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구조에서의 대안적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적 활동이 교육 기관의 활력을
증진하며 동시에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여 수요와 공급의 평형상태를 건강
하게 유지하는 지속가능성의 메커니즘인 것이다. 예일대학교의 총장이며 대표적인 케
인지언인 Richard C. Levin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아담 스미
스(Adam Smith)의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에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로서의 시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스미스의 결론에서 개인은 자본을 혹은 자신의 노동을 할당하는데, 그러한 할당의
기준은 그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되고, 그것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자
기-이익을 추구하는 가정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의 편익은, 아담
스미스의 말로 하면 “사회의 연간 수입”(annual revenue of society)이 최대가 되는
결론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유명한 구절에서 명백하게 되는 보
다 큰 가정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Levin, 2003, 226).

개인의 자기 중심적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시장 내에서 사회 전체의 편익으로
전환되는 변형의 과정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평
형상태를 통해 개인의 이익 추구를 완충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시장의 근원적 archetype의 고전적 모델의 토대가 된다. 노동시장의
경우 이러한 시장의 순기능은 대안적 기회제공의 선순환에 의존된다고 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인간의 경험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시 된 규범적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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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신학과 성서,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강조된다. 이것은 신학적 전통과 인간 경
험의 위계적 구조를 전제하게 된다. 여기에서 페미니즘 실천신학의 공헌은 현실 상황
에서 새롭게 보는 기독교 전통으로 해석의 역동적 참여로 이해될 수 있다(Mercer,
2017, 291). 어찌보면 건강한 시장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변형의 계기를 마주하게
되는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종교교육 교수이며 저명한 학술지 Religious Education
의 편집자인 조이스 머서는 브라질의 여성생태신학자 이본느 제바라(Ivone Gebara)의
“한 집단의 생존은 다른 집단의 생존에 의존한다... 땅과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자아와 공동체, 환경과 지구의 유기
적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다(Mercer, 2017, 304).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교육
의 지속가능성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대안적 기회제공의 선순환과 그로 인한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의 경험의 신학적 풍성함으로 축약될 수 있을 것이다
(Mercer, 2017,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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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 기독교
교육과 경제학의 학문적 융합의 가능성”에 대한 논찬

이 민 선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1. 시작
2020년 발발하여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대유행은 그동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면서 사람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마
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는 기본 생활수칙이 되었고 과거, 외롭게 보
이기도 했던 홀로 식사하기(혼합)는 안전한 식사 방법으로 재평가되었으며 ‘뉴노멀
(NEW NORMAL)’ 온라인 회의, 온라인 관광,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 온라인 결혼
식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과 같은 혼돈과 위기,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기독교교육이 변화와 지속의 균형을 위해 ‘무엇을 성찰해야 하고 올바른 신앙 형성과
성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
구이다. 또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과 경제학(생태-환경적인 접근)의 학제 간 연구로서
상황과 시대를 초월한 성서의 보편성을 토대로 기독교교육의 정체성에 관해 질문하고
경제학적인 관점과 맞닿아 있는 생태-환경적 접근 방법을 통해 기독교교육의 지속가
능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코로나 정국 이후 다양한 도전에 적응해야 하는 교
회와 사회에게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논문을 준비한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을 전한다.
2. 비평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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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1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과 더불어 코로나-19시대의
도전과 위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 여파로 몰아닥친 실
물 경제의 침체와 고용절벽의 현실, 세계 전체를 뒤덮은 불안과 갈등에서 시작된 사
회적, 정치적 분열과 소수 약자에 대한 차별, 공존을 외쳤던 국가들이 자국민의 안
전을 위해 자국의 빗장을 걸면서 심화하는 외교 갈등과 무역 전쟁, 안전한 삶을 위한
사회적 거리 정착으로 인한 부작용-사람 만나기 두렵고 무엇이든지 혼자가 편한 환
경- 등이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코로나 정국의 어려움과 변화이다.
코로나 정국에서 교회는 안으로는 코로나 충격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비난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런데도 본 연구에서는 아쉽게도 교회의 상황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본 연구 2장에서는 예수의 제자직을 감당하는 기독교교사의 7가지 역할과 책임에
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토마스 그룸(Thomas Groome)의 공유적 실천과 나눔에
기초한다. 7가지는 다음과 같다: 경건한 삶, 열정, 영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기, 항상
교육목적-지․정․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익히며 하
나님의 통치를 희망하는 것-에 주목하기, 신앙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배우고 반대로
신앙공동체의 신앙의 틀 구축하기, 학습자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
님의 모습을 닮은 그릇(본문 p.5)”이 들어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종교 교육적 의식
(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실천을 촉구하기, 삶-신앙-삶의 패
턴에서 성장하고 실천되는 신앙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관계에
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에 집중하기 등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정국에서 생태-환경적인 관점에서 코로
나 발발의 원인과 해결 방법 찾기를 촉구하고 생태-환경적인 관점의 기독교교육을 기
독교교육학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법으로 제안한다. 전통 혹은 관행이
라는 이유로, 교리의 추상적인 논리가 현재 경험의 구체적인 실태를 반영하지 못할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성서 원리를 토대로 ‘생태적 고통과 환경이 당하
는 수모’(p. 7)에 문제 제기하는 신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또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괴
함으로 창조의 풍성함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불의, 억압에 저항하는 신학적 실천이 강
조된다. 생태적 행동주의 신학적 논리는 상호 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이다. 모든 피조물
은 서로 연결되어있고 상호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기에 다른 피조물의 생태와 생존이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리므로 지속 가능한 기독교교육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창조질서의 보존, 피조물과 친구가 되어주는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 그 결
과로 얻게 되는 피조물의 풍성함을 지키는 일, 그리고 생태체계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비판하는 일 등은 교육주제 그리고 교육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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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적 관점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진술하기 전, 생태 여
성주의 혹은 에코페미니즘(Eco/Ecological Feminism)이나 생태 신학을 통해 가부장제
도, 자본주의, 소수자의 억압과 인간의 자연 파괴의 연관성을 설명한다면 생태-환경적
인 관점의 기독교교육, 그리고 기독교교육과 경제학의 학제 간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질문
1) 지속(Continuity)과 변화(Change) 혹은 연속(Continuity)과 단절(Discontinuity)
문제는 모든 학문에서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이다. 기독교교육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다루고 있는데, 지속가능성에 관해 주장하
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독교교육 분야에서의 변화나 단절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은 두 가지 함의로 이해된다. 전자는 기독교교육이 코로
나-19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교육이 어떻게 학문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관
한 것이고, 후자는 기독교교육에 대한 생태-환경적 접근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지속가
능성에 대한 경제적 전망과 기독교교육의 융합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후자에 먼저 관
심을 가지게 된다(본문 p.9).
위 본문 내용에서 보면, 저자들이 주장하는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은 기독교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과 생태-환경적 접근의 시도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본문에서 분명하게 설명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교육과 경
제학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교육과 경제학의 통합 혹은
융합되게 하는 공동의 영역은 무엇인가?
2) 2장에서는 기독교교사의 소명적 책무와 그리고 나눔과 실천에 관한 내용이 소
개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독교교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기독교 학교의 교
사인가? 교회학교 교사인가? 아니면, 목회자를 포함한 교육 담당자인가?
3) 이 연구는 오늘날 코로나 정국에서 기독교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위해 기독교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
자들은 교회 지도자, 교육 전문가들이 이 논문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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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 기독교
교육과 경제학의 학문적 융합의 가능성”에 대한 논찬

유 은 희 박사
(총신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전염병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현대 세계 역시도 메르스와 사스 등의 전염병을 겪
었지만, 연구자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 19는 강한 전염성과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 큰 고통과 변화를 가져왔다. 인류의 탐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동반하는 무분
별한 개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학생
들의 학교교육의 문제와 사회성 감소, 많은 이들이 겪는 심리적인 우울감과, 심화되는
교육 및 빈부의 격차 등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교회와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짚어보는 성찰, 적정기술과 적정 수준의 만족 추구, 환경보존에 관한
관심, 4차 산업혁명시대를 가속화하는 사회변화와 디지털 역량의 강화 등에 대한 긍정
적인 평가 혹은 기대도 들린다. 코로나 19 이후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고민이 담긴 많
은 논문이 저술되었지만, 손문 박사와 박지영 박사는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기
독교교육과 경제학의 학문적 융합 가능성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더
해주고 있다.
연구자들은 코로나 19 펜데믹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을 탐색함과 동시에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공동체 내에 차별과 분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토마스 그
룸의 ‘공유적 실천과 나눔의 교사론’이 이 시기의 기독교교육자들에게 의미있는 시사
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주장한다. 삶의 경건을 지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사, 하나님
의 통치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교육의 목적에 주목하는 교사, 신앙공동체의 신앙을 구
성함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인 학습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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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교사,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한계를 알고 공동체 기반 패러다임에서 삶과 신앙 사
이에 공유적 프락시스 접근을 실천하는 교사, 인간차원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
억 사이에서 균형을 갖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해석과 하나님의 창조의 꿈을
자신의 신앙과 연결시키는 교사 등 일곱가지 교사론을 제안했다. 연구자가 기대한 바
대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 교사론이다. 다만, 코로나 19 정책과 반응이 사회의 소수자
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건강과 보건의 위협이 외교정책과 무역전쟁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증거가 따라왔다면 연구자들의 교사론이 보다
의미있는 맥락에서 공감되고 적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영역
에서 활용되며, 그 의미도 어느 정도 일치된 공감되고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의 차이는 있어서 어떠한 의미에서 논하고 있는지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함께 왜 코로
나 19이후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지 연구자의 의도가 더 듣고
싶다. 누군가는 지속가능성을 ‘사회와 환경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말하기도 하고, 가치
의 지속적 창출로, 혹은 생존의 문제’로 말한다. 어떤 이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존하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정의를
활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은 무엇인가가
명료화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보수적인 신학적 관점에서는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코로나 19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 기독교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과 목적을 말하는 토대가 되
고, 교육의 사명은 대위임령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고 이를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약속되었을뿐 아니라 초대
교회와 중세, 종교개혁시대를 포함하여 전염병의 고난의 상황에서 교회는 전염병과 고
통, 죽음의 문제에 대한 설명체계와 기독교적인 실천과 함께 기독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 연구자들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질문하는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은 어
떤 측면인가?
더불어서 생태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말하고 있다면,
연구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전통에 대한 적절
하지 못한 해석과 신학적 개념의 부적합성은 무엇인가 설명이 필요하다. 화이트를 비
롯해서 근대 일부 학자들이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신학
이 무분별한 환경의 파괴와 정복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교육
자들은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영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피조세
계를 통치하는 대리인으로 인간을 세우신 문화명령으로 청지기적 사명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의 샬롬과 평화, 번영과 화목을 목표로 가르
치기에 연구자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장된 논의를 통한 설명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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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나아가서 머시의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중심으로한 생태적 행동주의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동시에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인간과 동물, 인간과 다른 피
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을 차별이나 잘못된 위계 혹은 억압으로 생각하여 그 구분
의 없애는 것이 상호의존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접근을 취하는데, 그와 관련
해서 연구자들의 관점은 무엇이지, 생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교육에서 생존을 위해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 외에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제공해 준다면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교육학과 경제학의 융합가능성에서 펜데믹 시대의 교육의 문
제와 책임뿐 아니라 그 문제를 노동시장과 관련시켜 흥미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논문의 제목인 만큼 더 자세한 논의가 있었다면, 경제학에 선지식
이 부족한 독자들을 위해 설명이 추가되었다면 더 풍성한 논의를 이끌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항상 새로운 어젠다와 논의를 기독교교육의 영역에 제시해 주어 이론과
실천을 확장시켜주시는 손문박사님과 박지영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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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 기독교
교육과 경제학의 학문적 융합의 가능성”에 대한 논찬

박 도 훈 박사
(호서대학교 외래교수 / 실천신학 / 목회사회)

이 연구는 인류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이 되는 코로나-19시대를 맞아 기독교교교
육의 지속가능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특
히 세계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펜데믹의 충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난폭으로
기록되며 그 심각성이 2050년에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할 때 ‘기독교교육과 경
제학의 학문적 융합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위기와 도전으로서
의 코로나-19시대’를 다룬다.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은 경제적인 충격은 물론 사회
적이고 정치적인 균열과 사회 소수자의 불균형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나
아가 국가와 국가 간, 사회와 개인 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를 예상하며,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은 타자를 포용하고 소수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주된 방향이 정해
져야 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토마스 그룸(Thomas Groome)의 공유적 실천과 나눔의
교사론을 제안한다. 논찬자는 그룸의 공유적 실천론에서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
육의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높이 평가한다.
연구자는 ‘기독교 교사의 소명적 책무, 그리고 나눔과 실천’이란 제목으로 기독교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주된 특징으로 그룸의 일곱 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하며, 코
로나-19시대의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은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신앙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독교 교사의 신학적 신념과 성찰, 그리고 실천에

- 307 -

의존된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자는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하나님의 초월적 아름다움과 신
비로움을 학습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기이함과 기쁨의 공간에 초대하는 발견의
학습 환경을 구성해야 하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인간이 자연에 침범해 들어가 생태계
를 파괴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로 자연속 동물들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
겨와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볼 때,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연을 보호하는
생태학습의 강조는 아주 중요한 제안임에 동의한다.
논찬자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4장‘기독교교육학과 경제학의 융합 가능성’이었
다. 연구자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교육이 어떻게 학문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와 기독교교육에 대한 생태-환경적 접근에 대한 관심을 기독교교육의 지
속가능성 함의로 이해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전망과 기독교교육의 융
합적 관점으로 기독교교육에 대한 생태-환경적 접근을 강조한다. 그리고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가 개별 국가에 제시한 코로나-19 펜데믹 시대의 교육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주요 원칙을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으로 제안하였다. 그 주요 원칙
아홉 가지는 국가와 지역 사회 교육 책임자들 나아가 학습자, 부모, 교사, 공중보건기
구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과정의 목표로부터 시작하여 심리적 접근과 온라인 학습의
기술 개발 및 교육 시스템의 능동적 작동을 위한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업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아홉 번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비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새로운 직업 기술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연구자는 펜데믹 상황에서 OECD가 제시한 주요 원칙들은 교육 구조에서의 대안
적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적 활동이 교육 기관의 활력을 증진하며 동시에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여 수요와 공급의 평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속가능성의
메커니즘으로 보았다. 그리고 코로나-19시대의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대안적 기회제공의 선순환과 그로 인한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
의 경험의 신학적 풍성함으로 축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논찬자는 위와 같이 손문 박사와 박지영 박사의 논문에 대해 이해한 것을 정리했
으며, 이 논문은 코로나-19 이후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경제학의 학문적 융합의
관점에서 연구하였기에 한국교회에 지대한 공헌이라 여겨지며, 더불어 몇 가지 질문과
논의를 심화시키기를 요청한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은 타자를 수용하고 소수자를 수용하는 방향
으로 토마스 그룸의 공유적 실천과 나눔의 실천을 연결한 점은 매우 기대되었지만, 곧
바로 기독교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주된 특징으로 돌입하는 것과 단순히 그룸의 일
곱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그쳐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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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호흡에
대한 공감의 역량을 충분히 배양하는 것과 학습자들이 자연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학습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
인 실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셋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적 책임에 대한 아홉 가지 주요 원칙을 소
개하고, 그 원칙에 따라 노동시장의 대안적 기회제공으로 선순환 구조 촉진하여 수요
와 공급을 평형 상태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과연 기독교교육학과 경제학의 학문
적 융합이라 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논찬자는 기독교교육학과 경제학에 부족함이 많은 비전공 논찬자이기에 적절한
논찬이 되었는지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두 분 박사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
기를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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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발표
미래교육 전망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혁신 방향 탐색
: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이 은 철 박사
(백석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T 및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었고,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며, 교육환경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더해 2020년 코로나19 팬더믹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와 사회, 문화 그
리고 교육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권진구, 2020). 코로나19 팬더믹은 삶의 모든 영역에
서 비대면이라는 양식이 되도록 강요하였고, 심지어 예배까지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이끌어 냈다(김성중, 2020).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
체였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
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교육이 미래사회를 충분
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이동주, 김미숙, 2020). 특별히 교육부
(2019)는 2019년 교육정보화백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기
본 계획과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더믹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었다. 특별히 초중등 교육보다 대학교육의 문제점들은 더
욱 극명하게 나타났고,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 요구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팬더믹은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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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020).
이러한 시점에 미래사회의 변화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전
망을 제시하고,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될 때부터 일반 교육 영역에서는 다양한 혁신사례
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
으며, 구체적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혁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교육부, 2019).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이론
적인 논의들은 다수가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으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
비해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론적, 철학적인 담론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연구들은 제한적이다(권진구, 2020; 김성
중, 2020).
이에 본 연구는 일반교육 영역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분석하여 기독교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특
별히 교육목적과 철학, 이론적인 담론들은 선행연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탐색하도록 하겠다.

II.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
1.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교육의 문제점
2020년 12월 31일자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527개의 유·초·
중·고·특수학교가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고, 원격으로 수업이 운영되었다. 이와 함께 대
부분의 대학들은 대면수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전환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도입함으로서 많
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물론 초·중·고의 경우 EB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원을 통해서 상당부분의 원격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서 수업 콘텐츠의 질적 저
하 문제는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에 대해 초·중·고학생들
은 코로나 감염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중에 인터넷 검
색이나 SNS 등을 많이 하게 돼 학습효과가 떨어지는게 가장 큰 단점이라는 반응들을
보였으며, 설명중심의 수업이 많아서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
고 있었다(이영주, 2020).
그러나 대학의 상황은 초·중·고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학교육에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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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원격수업 콘텐츠는 OCW와 K-MOOC 등이 있었지만 대학의 수업은 초·중·고
와 같이 표준화 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교과목의 교수자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과정
이 구성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원격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각 대학들은 개별교수에게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원격수업
제작을 위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연수 등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수
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질적 수준이 확보되지 못한 원격수업 자
료들이 제공되었고, 이에 학생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전국 27개 대학의 총
학생회 연대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대학생 6,261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수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학생의 비율이
6.8%에 불과하며, 전국대학생 네트워크가 국내의 203개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2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
어진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일부 교수자는 오래 전에 제작한 동영상을 사용하기도 하
였으며, 과제제출로 강의를 대신하여 학생들의 항의를 받는 교수도 있었다(조인식,
2020).
일반교육 현장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가운데 교회교육은 더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코로나19 전에도 다음세대와 교회교육이 위기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교육의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
기 시작하였다. 특히 작은 교회들은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코로나 시대에 온
택트 사역도 어려워지면서 교회교육이 멈추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정성경, 2020).
또한 일반교육영역에서는 정부주도하에 다양한 대응방안과 혁신방안이 제시되는 반면
교회교육은 교단과 일부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응과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효
성 있는 성과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현재
일반교육과 교회 교육의 많은 문제점들을 들어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일반교육의 변화와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의 분석을 통해 기독교 교육의 변화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부는 2021년 1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요정책 개선사항 24가지를 발표
하였다. 24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 중 원격수업에 대한 정책은 ‘초중등학교 원격수업
기반 조성,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한국형 온라인 공
개강좌’까지 4개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초중등학교 원격수업 기반조성과 대
학 원격교육 활성화 정책에서는 그동안 시행령으로 제한되어 있는 원격수업의 정규수
업 인정 비율을 대폭 상향하면서 원격수업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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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정책에서는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자
지원 및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등) 등 구현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는 2020년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들어난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12월 9일 보도자
료에 의하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인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의결 된 것으로 대안학교들의 법적 지위를 인
정하는 법률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재정한 이유는 학교 밖 학습자들의 학
습권을 보장하고, 사실상 방치되었던 대안학교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1년 뒤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어
야 대안학교들에 대한 지원과 지위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만 본법 13조(교육
의 위탁 등)를 보면 대안학교들의 지위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법 13조를 보면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
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
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위탁한다는 것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으며, 대안학교의 위상과 지위가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위상과 지위를 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체
제로는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해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최근 교육의 추세는 전문화, 개별화, 맞춤형,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키
워드로 움직여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은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교
육방법 그리고 시스템 내에서 표준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미
래교육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는 미래교육의 대응방안으로서 대안교육기관을 파트너로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
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교육정책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격교육을
강화하며, 학습자들의 개별적인 욕구가 반영된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3.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 :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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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 영역에서 미래교육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은 기독교 교육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국교육개발원에서 2019년 수행된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이
하 미래교육 실천 연구)’ 기본연구미래교육에 대한 국정연구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황은희 외, 2019).

[그림1] 미래교육 실천 과제
출처 : 황은희 외 (2019).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과제. 한국교
육개발원. p. 171.
미래교육 실천 연구에서는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
방법, 조직 및 구성원, 환경 및 시설을 포함하는 4가지 큰 영역에서 14개의 소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1] 참조). 본 연구는 14개의 소과제 가운데 교육과정 및 평가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3개 과제와 교육방법의 3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정 및 평가의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 과제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서 인정하는 것으로 학생은 자신의 관심과 역량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선
택한 교과목도 원하는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학생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
된 교육과정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교육 실천 연구는
미래교육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를 제시하였
다. 이는 학습권의 주체가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이동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 및 평가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과제는 학교에서 단순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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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와 진학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진로·진학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 맞춤형 개별 교육과정의 운영을 의미한다. 미래사회는 기
술의 무한한 발달로 인해 지식과 기술은 빠른 시간 안에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것이
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실
현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학생의 기본 역량을 토대로
진로와 진학에 적절한 역량을 선정하고 그 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서 운영하는 것을 미래교육 실천 연구에서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과제
는 미래교육 환경을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래교육의 특징은 맞춤
형 개별화이다. 현재의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는 미래 사회
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과제로 제시한 것이
다.
셋째, 교육과정 및 평가의 교육과정과 삶의 융합 과제는 학생들의 삶과 유리된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의 결과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길러주고, 실제 세계에
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미래교육 실천 과제 연
구는 세 번째 과제로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의미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을 기르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삶과 유리된 것이 아
니라 융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교육방법의 학생중심 수업 과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미래교육은 교사 중
심의 강의식, 주입식 수업으로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참여 및 활동에 기반을 두는 학
생 중심의 수업이 운영되어야 한다. 미래교육은 학생중심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정이
운영되면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은 사용될 수 없다. 이에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강조
한 프로젝트 학습이나 학생의 모든 경험이 학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따
라서 미래교육을 위한 수업은 학생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의 고민에서 무엇을 경
험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방법의 시간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교육은 학습의 양보다 질에 집중
하고, 지식의 양보다 경험의 질에 집중하는 것으로 지향점을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현재 교육제도는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학습을 했는지와 같이
수준과 질에 초점이 있지 않고, 어떤 내용을 얼마나 들었는가와 같이 시간과 양에 초
점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학력제가 아닌 학령제를 체택하고
있다. 학력제는 시간보다는 일정한 수준의 학력을 통해서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학령제는 일정한 기간의 학습을 통해서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316 -

이에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모든
과목을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고교학점
제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무학년제 운영이 필수적이다. 무학년제
운영은 학령제에서 학력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미래교육은 무엇을 얼마나 학습
했느냐보다는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냐로 초점이 이동하게 되고, 시간의 상대성
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방법의 에듀테크 활용 과제는 학습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도 AR, VR, AI, 지능형 학습 시스템 등 에듀테크 기술
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금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쌍방향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
템과 협업 시스템등을 통해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였던 것처럼 온라인 교
육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다. 미래교육에서는 학생 맞춤형 개
별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중심 수업을 위해서 에듀테크가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교육 실천 과제 연구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제시한 준비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역량 교육과정 편성이다. 지금까지는
교사를 중심으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면, 미래교육은 학습
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에듀테크
가 반영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 도입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사회를 준비한다
고 했지만 결국 대학입시 때문에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
려웠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법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미래교육
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모두 학습자의 요구
와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맞춤형 개별화 되지 않는다면 미래교육을 준비
할 수 없다는 것이 미래교육 실천 과제 연구의 주장이다.

III. 기독교 교육의 방향 탐색 :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1. 기독교 교육 혁신의 방향
본 연구자는 2018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4차산업혁명, 기독
교교육의 사회적 소명 – 미래 교육 환경 및 정책 변화 전망과 기독교 교육의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서 미래의 교육환경은 에듀테크를 중심으로 학습
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될 것이며, 주요 교육 정책들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며, 학
교 밖 학습자들의 학습권까지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며, 교육과정도 역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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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전환 될 것을 예측하며, 기독교 교육의 대응 과제로 첫째, 미래 사회의 해석을
위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공교육에서 제안하는 미래사회를 위한
핵심역량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복음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신앙적 역량모형을 마련
해야 하며, 셋째, 최신 기술이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복음적 세계관을 토대로
검토하고, 복음적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공교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수의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이은철, 2018). 이와 같은 본 연구자의 제안
은 금번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교육의 혼란과 미래교육 실천 과제 연구의 제안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독교교육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판단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미래사회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매우 빠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어떤 지식과 기술을 사용
할 것인지? 그것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지식과 기술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지식과 기술의 수용과 활용을 선택
하는 주체들이 어떤 사상과 신념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윤리가 매우 중용한 아젠다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병원, 2016). 이에 미래사회를 위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마련하
는 것은 매우 시급한 요구가 될 것이다. 또한 일반 교육도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교육도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삶 속에서 융
합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들어난 것과 같이 기독교교육영역에서도 에듀테크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교회교육이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교육은 대안교육기관의 위상과 지위를 높
여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교육도 일반교육의 정책적 변화에 민감
하게 대응하여, 복음 전파의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기독교교육의
혁신 방향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마련, 신앙을 토대로 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에
듀테크를 활용한 교회교육 방법의 혁신 및 전문가 양성, 공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프로그램 개발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의 혁신 방향 중 신앙을 토대로 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교육 방법의 혁신 및 전문가 양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의 마련과 신앙프로그램 개발과 관
련된 주제들은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교육
과정과 방법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기독교 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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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육의 혁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기독교 교육과정의 혁신이다. 현재 기
독교 교육, 특별히 교회교육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특별히 성경을 중심으로 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회교육은 지식으로서의 성경은 알고 삶의 융합으로서의
성경을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앎과 삶이 분리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안병만, 2015). 이에 기독교 교육은 삶과 융합이 되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
는 과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교육이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정한 이유는 지식
을 전달하는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은 산업사회에 적합한 표준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효
과적이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미래사회에는 적합하지 않기
에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아직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
한 기초작업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각 교단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역량모형이
개발되어야 하고, 역량모형을 중심으로 핵심역량 및 역량 요인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
를 토대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함에도, 역량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는 매우 미비하
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신앙을 토대로 한 역량 모형 개발 및 능력단위 분석 관련 연구
는 이은철과 이정기(2019)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은철과 이정기는 2015개
정교육과정과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들을 분석하여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신
앙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감싸는 구조의 역량 모형을 개발하였다([그림2] 참조). 이와
같은 핵심역량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일반교육 영역의 핵심역량모형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교육을 위한 역량모형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한점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의 영역에서 앎과 삶, 신앙과 생활을 융
합시킬 수 있는 역량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함을 제
안한다.

[그림 2] 신앙중심의 핵심역량 모형
출처 : 이은철, 이정기 (2019). 미래사회를 위한 신앙 중심 핵심역량의 능력 단위
분석.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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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독교 교육방법의 혁신을 위한 과제
교육방법 측면에서 기독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살펴보기에 앞서
서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독교 교육영역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육방법의 사례
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최은택(2020)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서 교육의 장을 가정으로 이동하고, 가정에서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서 영성교육을 하
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의 이야기를 극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고,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비블리오드라
마를 통해서 영성을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은혜(2020)는 기독교교육
전공 수업에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 사회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한 수업보다 실시간 화상 수업을 이용할
때 사회적 실재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남선우(2020)는 기독교
교육 전공 수업에서 플립드 PBL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향상시켰
고, 효과적인 수업을 운영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은희와 김남임
(2020)은 웹을 기반으로 하는 유아-부모 세대 통합 예배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은철(2020)은 비대면 수업의 교수학습적 특성을 첫째, 낮은 수준의 사회적 실재
감으로 인해 학습의 몰입이 저해 된다. 둘째, 즉시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 지원이 제
한되어서 수업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 셋째, 비동시적 대면수업의 경우 수업영상을 반
복 시청할 수 있어서 자기주도적 학습에는 효과적이다. 넷째, 비동시적 대면수업은 학
습 내용을 잘 구조화하면 인지적 영역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다섯째, 동시적 대면
수업의 경우 다양한 학습자료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의 흥미 수준
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다양한 사례 제시에 효과적이다. 여섯째, 동시적 대면수업을
운영할 때, 학습자들 간의 협력 활동은 개방된 공간이 아닌, 팀원들 만의 온라인 공간
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교수자의 직접적 관
찰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무임승차하는 학습자를 예방
하는 데는 여러 제한 사항이 있다고 제안하며, 비대면 교육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
법으로서 교육학자 로버트 가네가 제안한 9단계의 수업 행동 중 ‘성취행동 유도하기피드백 제공하기-파지 및 전이 높이기’를 활용함으로 수업이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
다고 제안한다([그림3] 참조).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습적 방안으로 첫째, 복잡한 과제 제시와 해결된 예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320 -

[그림3] 가네의 9단계 수업행동
효과적인 비동시적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동영상 수업 자료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한 내용을 적용함으로 학습 내용의 파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와
함께 파지를 높이기 위한 과제는 복잡한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된 예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제는 학습한 내용
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만 해결된 예를 함께 제공함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고, 구조화를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수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는 복잡한 과제와 함께 원전이 즉 일반화를 위한 다른 영역에서의 적용 과제
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원전이 과제를 제시할 때, 과
제 작성의 기간을 길게 잡아주는 것이 좋으며, 여러 수업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제
출해야 하는 과제를 수업 내용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부분 과제를 제출
하도록 하고, 부분과제를 통합하면, 전체 과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대면 수업에
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교수자는 학생들의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즉각
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수업에서는 이러한 즉각적 확인과 피드백 지원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 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중심의 협력활동과 원격 플립러닝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
다. 동시적 비대면 수업은 인지적 학습 내용의 전달보다는 협력활동 또는 토론 활동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게시판과 채팅을 통해서 상호작용 하는 것 보다 실시간 화
상 플랫폼을 이용한 상호작용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소그룹 중심의 협력활동을 수행해야 할 때, 동시적 대면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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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PBL을 통한 수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실시간 화상 플랫폼
의 소그룹 기능을 활용하면, 대면 상황에서의 토론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
둘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시적 비대면 수업에서 플립러닝 형태의 수업
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습 내용을 세분화 하여 조직화 하고, 적절한
시간으로 제작한 동영상 수업 자료는 인지적 학습 내용 전달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인지적 내용은 수업 동영상으로 전달하고,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는 과제 해결 또는 주
제 토론 등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수
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지금까지 제안된 교육방법들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을 기
반으로 하는 플립러닝과 실시간 화상 수업 방법 그리고 가정에서의 비블리오 드라마
의 활용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적 지원방안이다. 코로나19 팬더믹
으로 인해 기독교교육현장에서는 매우 다양한 교육방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들을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의 수는 아직도 제한
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 방법의 혁신의 과제로 에듀테크가 반영된 학습자 중
심의 교육방법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 맞춤형
개별화 학습이 가능한 지능형 학습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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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지능형 학습 체제 구축안
출처 : 김진숙 (2016). 지능정보사회 대비 미래교육 방향. 제126회 미래교육포럼.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영역에서는 콘텐츠와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학습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학습플랫폼을 통한 개별화 맞춤형 교육의 제공이다(손찬희 외, 2019).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맞춤형 학습은 교수자나 지원 인력이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인공지
능을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해야 하
고, 플랫폼의 설계를 위해서 로우데이터는 무엇을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하여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정보의 종류와 가공형태, 유형, 콘텐츠의 적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가 필요하다. 일반 교육영역은 정책적 연구들을 통해서 지능형 학습플랫폼과 관련된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플랫폼 구축의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 교육 영역은 플랫
폼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독교 교육 영역에서도 교수-학습적 측면에 대한 개선과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방법의 혁신 과제로 기독교 교육을 위
한 지능혁 학습 플랫폼에 대한 설계 및 구축을 제안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촉발된 교육현장의 혼란과 문제점 도출을
기반으로 기독교교육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 영역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였고, 일반교육 영역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과제로 제안된 것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기독교교
육이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앎과 삶이 융합될 수 있는 역량모형
과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을 과제로 제시하였고, 교육방법의 영역에서는 콘텐츠와
교수학습적 방법들은 충분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교육을 위한 지능형 학습
플랫폼의 설계와 개발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교회교육이 붕괴직전까지 왔다는 위기신호
앞에서 기독교교육의 혁신의 방향을 제안하였으나,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제안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는 개인연구자가 독
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연구이기에 본 연구자가 수
행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자는 기독교 교육의 과제에 대해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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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며 많은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본 연구는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 교회학교를 다니는 학
생들은 스마트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디지털교과서와 AR과 VR이 적용된 콘텐츠와 지
능형 학습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교회교육은 아직도 인쇄된 교재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가는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동영상 콘텐츠 또는 애니
메이션을 기반한 교육용 동영상에 국한되고 있다. 교회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가 제안한 것 같이 교육과정과 방법을
혁신하여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맞춤형 개별화로 이루어진다면 60~70년대의 한국
교회의 부흥은 미래사회에서도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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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미래교육 전망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혁신 방향 탐색 :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남 선 우 박사
(열림교회 / 교수학습공학)

연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대유행이 된 펜데믹 상황 가운데 발생한 교
육현장의 혼란적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점을 도출하여 기독교교육
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귀한 연구를 진행해 주셨다. 연구자를 이를 위해 먼저 미래
교육의 전망으로서 코로나 19로 인해 나타난 일반 교육의 문제점과 교육정책의 변화
를 분석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대안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독교교육
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적용하기 위한 혁신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첫째,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을 위해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적 상황 가
운데 나타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에서 나타난 문제점를 발견하고자 했다. 초중고의 경
우 EB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원을 통해 상당부분 원격 수업 자료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질적 저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설명 중심의 수업으로 인
해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대학의
경우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아닌 교수자에 따라 차별적인 원격수업이 진행됨으로 인해
개별 교수자의 원격수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질적 수준 저
하가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교육은 국가의 정책적 주도로
다양한 대안과 혁신 방안이 제시되는 반면 교회교육은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와 일
부 교단과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대응과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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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발생된 교육문제로 인해 변화될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을 중심한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을 시도를 통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 수업을 위한 AI•빅데
이터 기반의 맞춤형 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 사업과 대안교육기관을 활성화를
분석해 주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근 연구 진행되고 있는 연구보고서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중심한 준비 및 대안을 ①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학습
자의 참여 ② 역량중심 교과과정 운영 ③ 교육과정과 삶의 융합 ④ 학생중심 수업 ⑤
시간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교육 ⑥ 에듀테크(EduTech) 활용 등 6가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종합하여 미래교육의 실제적 전망을 위한 요약으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역량 교육과정 편성과 에듀테크가 반영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 도입을 제
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를 통해 기독교교육의
혁신의 방향성으로 2018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하계학술 대회에서 연구자가 제시하였
던 첫째, 미래 사회의 해석을 위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마련, 둘째, 공교육에서 제안하
는 미래 사회를 위한 핵심역량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복음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신
앙적 역량 모형 마련, 셋째, 최신 기술이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복음적 세계
관을 토대로 검토하고, 복음적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 마지막
으로 공교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수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준비
를 다시 한 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실제적인 혁신의 과제로서 기독교교육 과정과 교
육방법을 중심한 접근을 시도했다. 먼저 기독교교육 과정의 혁신을 위해서 각 교단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역량모형과 앎과 삶, 신앙과 생활을 융합시킬 수 있는 역량 모형
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한 교육과정이 개발을 제안했다. 기독교교육 방법의 혁신을 위
해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플립러닝과 실시간 화상 수업 방법 그리고 가정에서
의 비블리오 드라마의 활용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적 지원과 기독
교 교육을 위한 지능형 학습 플랫폼에 대한 설계 및 구축을 제안으로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자의 연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교육 환경을 넘어 교회교육 현장에 귀중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
고 있다. 특히 일반 교육의 흐름과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한 명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마치 홀로이 떠있는 섬과 같을 수 있는 교회교육 영역과 시대적 교육에 귀한 가교를
놔준 것과 같은 귀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께서 2018년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발표를 통해 제시해 주신 4가지 제안은 2년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코로나19
라는 시대적 상황을 통해 비추어 보면 시의적절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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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와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께서
결론 및 논의를 통해 제시해 주셨듯이 연구를 통해 제시해 주신 각각의 과제들을 구
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 큰 안타까움이다.
또한 연구자가 국가 교육 정책 연구 분석을 위해 활용하신 한국교육개발원의 연
구보고서에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분석뿐만 아닌 조직 및 구성원과 환경 및
시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께서 앞서 제시하셨듯이 기
독교 교육의 과제에 대한 주제를 제기하며 많은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에게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두신다면 해당 영역 또한 교회교육의 시대적 발전을 위
해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된다. 그렇기에 연구자께서 가능하시다면 해당 영역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실천해 주신다면 좀 더 좋은 연구의 방향성과 결과물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가지고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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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미래교육 전망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혁신 방향 탐색 :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함 영 주 박사
(총신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1. 들어가며
한국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회적 혼란
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혼란을 가장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는 영역을 꼽으
라면 바로 교육계라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등의 교육 방식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 면대면 교육이 가진 인격성
과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성을 보충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체계의 아노미 현상은 기독교교육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현실
이다. 기독교교육의 대표적인 영역인 교회학교는 부랴부랴 예배 영상을 제작하거나 미
디어 플렛폼을 활용하여 예배 실황을 생중계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디어를 통해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정교한 플렛폼의 부재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은철 박사의 팬데믹 시대 미래교육의 전망을 통한 기독교교
육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래 기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
을 던져주고 있는 연구라 하겠다.
2. 연구의 내용 및 기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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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교육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진단하면서
그와 동시에 일반 교육의 분야에서 대응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적 교육 사례들을 소개
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 역량중심, 융합교육과정, 시간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교육, 그
리고 교육에 기술을 활용하는 에듀테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자는 일반교육의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교육의 양상을 기독교교육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
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체계, 역량중심의 신앙교육, 에듀
테크를 활용한 신앙교육에 대한 체계 수립과 개발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자의 제언은 사실상 코로나19가 아니어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
었다. 즉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혁신과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사
항이었다. 그동안 많은 기독교교육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 기독교교육 과정은
가장 큰 문제인 분리의 문제(앎과 삶, 주일과 주중 등)를 극복하는 일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미디어 및 AI와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하는 신앙교육 플래폼을 구축
하는 일은 기독교교육 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물론 코로나19가
이러한 내용을 재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
고 있는 한국 사회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연구자가 제안하는 기독교교육과정과 기독
교교육방법의 혁신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언임에 틀림없다.
3. 생각해보는 질문
위와 같은 연구자의 귀한 통찰력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진일보한
연구가 되고 또한 동시에 한국의 기독교교육에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과 더불어 생각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가) 연구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제안하면서 이전 연
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형으로 앎과 삶, 신앙과 생활을 융합시킬 수 있는 역량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 본 연구가 보다 창의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자
가 제언한 부분에 대한 성경 중심의 신앙교육 역량모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즉 단순히 이러한 성경중심의 역량모형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넘어
실제 그 모형을 제시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본 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교육 방법의 혁신을 위한 과제 부분에서 제시하는
교육방법의 혁신들이 일반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을 잘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는 기독교교육의 영역 중에 대학교육 이외에 주로 이루
어지는 교회교육과 가정신앙교육에서의 교육방법의 혁신에 대해 실제 사례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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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의 기독교교육의 특성상 주로 교
회교육과 일부 가정신앙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뉴노멀 교육환경에서 실
제 활용할 수 있는 교회교육방법, 가정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더 좋을 것으
로 보인다. 즉 연구자가 제시했던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교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비블리오 드라마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법의 예시 및 사
례 등을 소개하면 더 실제적인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다) 연구자는 일반교육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능형 교육 플렛폼의 좋은 예를 보여
주고 있다. 가능하다면 기독교교유 내에서 활용할 지능형 플렛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넘어 연구자가 구상하고 있는 기독교교육 내에서의 지능형 플렛폼의 모형을 제시하면
훨씬 더 실천적인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앞으로 기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제언을 주
고 있다는 면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더욱 크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향후
유사 논문에 학문적, 실천적으로 중요한 방향을 제공하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연
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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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미래교육 전망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혁신 방향 탐색 :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류 원 렬 박사
(평택대학교 / 실천신학 / 설교학)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촉발된 교
육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일반교육 현장에서 교육혁신을 준비하고 모색하듯이,
기독교교육 또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할지를 진단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의 준비와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연구자의 기본주장은 한마디로 기독교교육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크게 4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미래를 위한 기독교세
계관이 마련되어야하고, 둘째는 신앙을 토대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하며,
셋째는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교회교육 방법의 혁신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넷째
로는 공교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자는 이 논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인 ‘역량중심의 교육과정’과 ‘에듀테크 활용
을 통한 교회교육 방법의 혁신’에 집중하여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자는 변화하는 미래의 교육환경 앞에서, 또한 예상하지 못한 코로
나 위기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언택트 상황에서 기독교교육에 혁신이 일어나야 함을
설득적으로 역설하였다. 이러한 시의적절한 진단 및 방향 제시를 통해 한국교회와 교
육이 함께 풀어가야 할 여러 생각거리들을 제공한 연구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몇 가지 느낀 점과 질문을 공유하면서, 더 활발
하고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첫째로 연구자는 기독교교육의 혁신을 언
급하였는데, 연구자가 말하는 기독교교육의 정의와 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기독
교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초중고 기독교학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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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육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대학이나 대학원 기독교교육 학과의 전공교육을 이
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지 등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
다. 때문에 논문을 읽는 동안 어디에 적용을 하는 건지, 어느 집단을 다루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계가 수월하지 않았다. 기독교교육의 범위와 정의가 구체적으로 진술되
어, 구체적인 분야를 치밀하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면 더 효과적인 논의가 되지 않
았을까 생각해본다. 둘째로 신앙을 토대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을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다. 방향설정과 혁신에는 다 동의하고 적극
지원하고 싶은데, 연구자가 수년 동안 고민해온 실제 교육과정의 실재와 구체적인 방
법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기독교교육의 전문가로 교회, 대학, 사회를 향해 실천적
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해주었다면 새로운 교육현실의 창조적인 흐름이 자연스
럽게 태동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셋째로 의아했던 것은 연구자가 처음부터 공교
육의 현장이 변화하고 있고, 일반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기독교교육도
동일하게 혁신 및 변화로 가야한다는 전제였다. 일면 사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는 교
회의 변화로 이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문화, 사고의 변화를 수반하지만, 기독
교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문화와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반문화적인 입장에서 세상문화와 교육을
비판하며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연구자가 어떤 의도로 그런
일방적 전제를 설정했는지 궁금해졌다. 물론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비대면 문화에 익
숙해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공학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불필요
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교육을 끌고 가는 주체, 교육의 표준이 기
독교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무엇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구자가 언급한 ‘미래 기독교 세계관 마련’ 주장과도 연결된다. ‘미래 기
독교세계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창조질서, 타락한 세상, 구원사
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및 종말 등은 과거, 현재, 미래를 무론하고 인간 세상을 포
섭하고 관통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다면 연구자가 제안하는 미래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에 대한 주장과 제안의 의미,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상술한 논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찬자의 오해와 지면의 소통이 가진 한계도 포
함될 수 있지만,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통섭되고 융합되
어지기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논자의 판단은 연구자의 ‘앎과 삶의 융합’이라는 주장이
기독교교육의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해본다. 아울러 현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환경
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를 향해, 또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교육의 위기와 한계
상황을 목도하며, 기독교교육의 혁신을 주장하고 부르짖는 연구자의 노력과 공헌에 고
마움과 응원을 전달하며 논찬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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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발표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

오 성 주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학)

I. 들어가는 말
과거 역사로부터 시대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재앙과 종말이란 말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왔다. 과거에 선지자나 예언자 혹은 점술가들이 예견하여 외치던 때와는 달리
오늘날 지구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라는 말은 전문가들과 학자들 간에 유행어처럼
입에 오르고 있다. 종교인들보다 미래학자들과 과학자들까지 정확한 데이터와 증거물
을 근거로 지구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외치고 있다. 게다가 지구과학자들과 기후변
화연구가들은 지구생태계의 파괴와 멸종, 그리고 지구생명의 한계성을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통해 학설들을 펴내고 있다. 더욱 현실감 있고 실감나도록 해주는 지구 종말과
인류멸종에 관한 이야기는 유행처럼 대중화되어 영화로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오늘날 사회적 재앙이란 무엇을 말하며, 사회적 재앙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고자 한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사회적 재앙과 위기적 상황을 극복해야할 것인
가에 대한 과제와 실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사회적 재앙이란
사회적 재앙이란 용어부터 정의하고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재앙이란 사전적
- 337 -

의미로,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말한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재앙이란 재난과 의미론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미
묘한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재앙이라는 단어는 재난보다 좀 더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
으로 본다.1)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는 재앙이란 단어보다 재난이란 단어를 사
용한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과 국가재산의 전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로 정의를 내린다. 이 기본법은 크게 두 가지,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
난으로 분류되어 있다. 첫째 자연적 재난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
나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홍수, 호우, 강풍, 태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와 같은 자연적 재난이다. 그리고 사회적 재난이란 “인간이 일
으킨 대형사고와 국가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확산과 같은 경우”를 말한
다. 특히 인적재난의 경우도 사회적 재난에 속하는 것으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
고, 화생방오염사고, 환경오염사고” 등과 같은 경우이다. 그리고 사회적 재난으로 “에
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인프라의 마비와 전염병” 등을 뜻한다.2)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실천신학학회에서 주제로 설정한 사회적 재앙이란 단어를
따르고자 한다. 특히 오늘날사회의 위기적 현상과 상황을 신학적으로 바라 볼 때, 재
난보다는 재앙이란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알 수 없는 뜻하지 않은
변고나 천재지변의 불행한 사고를 신앙적 차원에서 좀 더 심각하고 복잡한 재앙이라
는 단어로 규명하고 신학적 분석과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사회적 재난
이라는 말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앙이란 단순히 인간과 자연과 사회적 상황에
서 발생되는 재난을 대처하거나 회복하는 일이 아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그 재앙의 근
원을 인간의 타락과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불행한 사고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 재앙을 통한 인간존재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
리를 깨달음으로 새 창조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신학적 통찰이 중요하다.

III. 사회적 재앙의 성경적 의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조신앙과 신학이다. 기독교는 만물의 창조자이
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 성경의 시작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창세기에서 하나
님은 첫째 날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선포한
다. 이러한 창조의 세계는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로 이루어진 세계이며, 아무리 작은
곤충이나 하찮은 풀잎조차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이다. 빛과
1) Naver. 지식검색, “재앙” (나무위키, 2021. 01. 04).
2) Naver, 지식검색, “재난” (나무위키,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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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움, 아침과 저녁, 땅과 바다, 풀과 채소와 나무, 하늘과 별들, 물고기와 새, 가축과
사람 등 모든 천지만물은 분리가 아니라 관계이며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라 조화를 이
루며 우주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편 19편은 아름다운 세계를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
을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
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
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시 19:1-6).”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의 운행이 서로 아
름답게 조화질서를 이루며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노래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
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고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한 것을 숨기시고
피하도록 하셨으며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인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창조자이시다.
자연과 순리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서 각기 합당한 분량으로 상부상조하며 어울려 생
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천지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사람이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떠나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의 교만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
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
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도취에 빠져 자신의 결정과 판단을 절
대시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소유하려는 인간 탐욕이 불러일
으킨 결과이다. 사람의 근본적인 탐욕과 소유욕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의 교만
이 싹트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사람의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생명관계가 왜곡되거나 소외와 단절됨으로 피할 수 없는 재앙
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본다.
성경에서 교만과 탐욕은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 카인
과 아벨은 최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고, 노아와 방주의 홍수 사
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람의 죄악성이 범람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첫 번째
재앙을 맞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를 통일하고 하늘까지 도달하려는 사람들의 교
만과 탐욕은 창세기 11장에서 극치에 이른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
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구약시대 원시역사의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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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새 언약을 세운 아브라함의 족장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도 인간의 죄악은 계속되었고 무서운 사
회적 재앙이 목전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본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징벌하기에
앞서 아브라함의 탄원으로 의인을 찾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흥정하지만 결국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 멸하는 장면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족장시대에도 “소돔과 고
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창 18:20)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
어 멸하는”(창19:24-25) 사회적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무엇보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중심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노예적 삶으로부터 구원해내려는 모세와 이를 가로 막는 바로 왕 사
이에 발생한 10가지 재앙은 단계적이고 총체적인 사회적 재앙의 징조를 보여주는 하
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다. 관동대학교 기독교학과 장석정 교수는 10가지 재앙을 심층적
인 분석 작업(역사비평방법과 구성분석 방법)을 통해 역사적이며 본래적인 의미를 발
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열 가지 재앙들(1.물이 피로 바뀌는 재
앙, 2.개구리의 재앙, 3.이의 재앙, 4.파리 떼의 재앙, 5.악질의 재앙, 6.독종의 재앙, 7.
우박의 재앙, 8.메뚜기의 재앙, 9.흑암의 재앙, 10.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허구적인 상
상이나 비현실적인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을 가지고 있으며,
체험 가능한 재앙들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그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시사해주고 있
다.3)
결론적으로 “10가지 재앙의 순서에 관한 분석”과 “10가지 재앙의 복합적 효과에
관한 분석”, 그리고 “10가지 재앙에 대한 구성분석”을 통해 장석정 교수가 보여준 연
구결과에 따르면, 재앙들은 “우연한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여
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재앙이었음”을 밝혀낸다. 그
리고 그 10가지 재앙들의 과정들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가는 단
계”로 이해하면서, 이는 재앙으로 인하여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바로가
여호와의 권능을 깨닫게 되고 실제로 체험하게 되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4)
다른 한편으로 경북대 환경화학과 교수 배준용에 따르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면서 기독교와 환경문제에 대해 주장한다. 그는 환경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지구촌의 재앙이 깊고 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 본다. 환경파괴(대기오염, 토양오염, 식품오염, 발암물질)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3) 장석정, “10가지 재앙 재고”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6」 (2003.2), 213.
4) Ibid.,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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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실은 전쟁이나 테러로 죽는 사망자의 수보다 몇 천배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그 근본 원인을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서 찾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자연을 혹사시킨 결과”로 보고 있다.5) 배준용은 특히 “재
앙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긴급하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며 계시하신다고 해석한다. 배준용은 극심한 환경파괴의 상황을
유월절 사건과 연관시켜 하나님의 권고로 받아들인다.
10가지 재앙들의 성격은 이상기후변화로부터 시작하여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사
람들이 죽어가는 재앙으로 발전되어 간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노예생활로부터 이스라
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로만 이해하기
보다 잔혹한 인간의 죄악상이 불러 온 자연생태계의 오염과 파괴 그리고 그 결과 재
앙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종합해 볼 때, 모든 천지 만물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으며(창2장),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청지기의 사명(창4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
신 청지기의 책임은 인간의 자연생태계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하나님과 공동책임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창세기가 말해주는 인간의 죄악은 신에게 도전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대
한 하나님의 징벌은 항상 자연 생태계의 위기와 함께 동반하여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목적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시하고 온 우주만물을 창
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시사
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재앙을 통해 인간이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
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일벌타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뉘우
치고 깨달도록 자연현상을 통해 그 징조 혹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 예레미야
4장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땅의 재앙이 날로 가까워
지고 있음을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
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
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
하리라 하셨음이로다.”

5) 배준용, “기독교와 환경문제 – 열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한국
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7.1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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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재앙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종
교에서 신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종말론을 주장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 이르러서 재
앙에 대한 경고는 주로 미래학자들이나 과학자들 혹은 기후변화연구가들의 과학적 데
이터를 기반으로 지구의 멸망 혹은 인류의 멸종을 예고하고 있다.

IV. 오늘날 사회적 재앙과 위기적 상황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될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종말을 고
할 것인가를 물어야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미래학자 게르트 레온하르트는 서론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것을 삼키는 기술변화에 직면한 우리는 인간성의 우위를 어떻
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6) 2030년 지구는 천국이 될 것인가 지옥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한다.7) 레온하르트는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술변화의 기하급수적 속도와 수용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책임 있는 균형감각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는 과학기술의 속도를 넘어서 가
속화되어 멈출 수 없는 “설국열차”가 되어버렸다.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21세기 시작
과 동시에 대전환기가 시작되었다고 이미 오래 전에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유비쿼터
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고 작고 강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통해 제4
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고 선언하였다.8)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알파고 사건 이후 AI지능로봇과 같은 머신 사피엔스 등장’ ‘유전자 변형기술
발달로 GMO-사피엔스 등장’ ‘트랜스 휴먼니즘과 사회변화’ ‘인간증강현실’ 등 인간과
기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인간이 개발한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술이 인간
처럼 지능을 갖추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는 공상과학영화가 현실화 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세계관은 과거에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었던 세계와
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으며, 복잡하여 균형을 잡을 수 없어 어지럽기만
하는 오늘날 세계이다.9)
6) 게르트 레온하르트/전병근 옮김, 『신이 되려는 기술: 위기의 휴머니티』 (서울: 띄움, 2018), 15.
7) Ibid., 23. 게르트 레온하르트는 제11장에서 “지구2030: 천국일까? 지옥일까?”라는 제목으로
논하고 있다.
8) 클라우스 슈밥/송경진 옮김,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현재, 2018 초판36쇄 발행)
24-34.
9) 박상원 외 4인공저,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휴의 탐색』 (STEPI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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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교수는 일찍이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종말을
예견하고 “인류문명 최대 위협에 대비하라”고 경고하며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구의
수명을 200년으로 보고 있으며, “소행성 지구와 총돌” “대 재앙적 기후변화” “변종 바
이러스 발생” “질병발생” “AI 인공로봇반란” “AI에 의한 빈부의 차 발생” 등 지구 종
말의 원인을 과학적 분석과 근거를 가지고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였다.
실제적으로 호킹교수의 예언이 적중한 듯, 2020년 1월 초순부터 중국 우한 후베
이 성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1년이 넘도
록 지속되면서 2021년 1월8일 14:00집계 현재 국가별 발생현황을 보면 220국가에서
88,042, 751명의 확진자와 1,898,528명의 사망자로 최악의 위기상태를 맞고 있다.10)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생물학적 질병의 위협과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
면에서도 타격을 받아 전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천문학적 수치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수치의 경제 낙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만일 이대로
지속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시대 경기부양책이 세계 경제지속가능성을 이룩하지
못함으로 그 영향은 악화되어 2050년대에 이르러 그 심각성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내
다본다.11)
그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서두에서12) 밝혀주듯이, 유발 하라리는
베스트 셀러 3권을 출간하였다. 그의 첫 번째 책 『사피언스』에서 그는 인류의 과거
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찮은 유인원으로서 지구행성의 정복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주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 책, 『호모데우스』에서 그는 생명
의 미래를 탐사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능과 의식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적 관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의 책은 현재, 지금 인간사회는 무엇이 일
어나고 있으며, 오늘날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과 선택은 무엇인가? 오늘날 이 시
대 무슨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쓰고 있다. 이 책 제1부에서 그는 “기술적 도전”에서 정보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은 근대
산업사회의 중심적 가치로 여겨왔던 자유와 평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도전을 해결할 방도에 대해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어
서 유발 하라리는 상상력을 통해 제2부 “정치적 도전”에 대해 제시하면서 지구적 차
원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민족주의” “종교” 그리고 “문화”를 지적한다. 더 나
아가 지금 직면한 인류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3가지 문제는 “핵전쟁”
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제1장 서론 1-8.
10) Naver. #코로나바이러스-19,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Johns Hopkins CSSE, (2021. 01. 08)
11) R. Hanna, X. Yansyang, & D. G. Victor, “After COVID-19, green investment deliver jobs
to get political traction”, Nature 582(7811),178-180.
12) 유발 하라리 / 전병근 옮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김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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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기술적 파괴”로 보고 있다.13)
미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사회적 재앙을 넘어 지구멸망과 인류멸종에 대해 선언
혹은 예언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연구자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여주
는 다큐멘터리들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위기의 징조와 경고를 계속 전해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온 세계가 위기적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직감할 수 있다. 실제로 뉴스를 통해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최악의 홍수와 태풍피해를 막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재민과
목숨을 앗아가는 처참한 상황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지구 종말과 재앙을 또 다른 과학기술혁명으로 인
류를 구원시켜줄 것으로 확신하며 굳게 믿고 있다. 과학이 종교를 대체하고 신으로 변
해가고 있다. 게르트 레온하르트가 쓴 책, Technology vs Humanity를 전병근이 이 책
을 번역하면서 책의 제목을 “신이 되려는 기술: 위기의 휴머니티”로 해석한 것은 타당
하다. 실제로 레온하르트는 “신이 되고 있다?”14)라는 질문에서 인간이 진화되어 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종교도 사라질까”15)라는 질문에서 종교를 윤리와 도덕으로
폄하하여 이해한다. 윤리도덕은 보편적이지만 종교는 기본적인 가치만큼 단일하고 보
편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클로벌 디지털 윤리”를 규정할 위원회를 세우
고,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인권을 다섯 가지로 내세운다. 1. 인간이 자연적인 생물 상태
로 남아 있을 권리, 즉 증강하지 않은 채로 존재할 새로운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2.
인간이 비효율 상태로 남아 있을 권리로 인간은 기술보다 느리게 살 권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하며, 기술의 효율성이 인간성보다 더 중시해서는 안 된다. 3. 연결을 끊고
네트워크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 있을 권리로 커뮤니케이션, 추적, 감시 등을 무시
할 수 있어야 한다. 4. 익명으로 남아 있을 권리: 초연결 시대에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
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디지털 앱이나 플랫폼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인간이 기계보다 더 비싸고 비효율성이 있다할지라도 기계 대신
사람을 채용하거나 참여할 때 기업이나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
다.16)
레온하르트의 핵심적 쟁점은 기술이 “인간성보다 효율성을 우위에 두고 이를 추
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지만,17) 그는 효율성과 이윤의 증대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초석이 되는 원리로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티지털 윤리와 인간의 권리를 실천을 가능
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교만과
13)
14)
15)
16)
17)

Ibid., 193.
게르트 레온하르트/전병근 옮김, 『신이 되려는 기술: 위기의 휴머니티』, 39.
Ibid., 252.
Ibid., 256-258.
Ibid.,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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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인간은 과학을 신으로 대체시켜 물신화 되어버린 과학
기술에 심취되어 노예가 된 상태이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과학만능주
의과 자본주의의 맘몬니즘(Mamonism)은 종교적 힘을 잃어버린 윤리 도덕적 가치관과
의식을 마비시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아인쉬타인의 유명한 말처럼, “과학이 없는 종교는 균형을 잃어버린 종교이며, 종
교가 없는 과학은 미래가 없는 과학이다.” 우리는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가 양자택일
의 문제가 아니라 공존해야할 과제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의미화 체계”로서 과
학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모두 유효한 체계이며 배타적이지 않다.”18)

V.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의 근본적 원인
사회적 재앙과 위기적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 근원을 진단할 수 있다. 리차
드 세넷(Richard Sennett)은 일찍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초래하는 인간성 파괴
로부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변하는 사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잃고, 신뢰와 헌신의 유대관계가 점점 약화되어
공동체가 파괴되고, 의지와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여 윤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표류하
는 삶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19)
레베카 코스타(Rebecca D. Costa)는 사회가 위기적 상황에 처할 때 나타나는 징
후에 대해 두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다. 첫째, 크고 복잡한 문제로 얽혀져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와 둘째,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믿음이 지식과 사
실을 대체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20) 그의 주장은 믿음과 지식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
며 공존하고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기술과학이 발
달하여 복잡하게 얽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종종 사회가 지식체계
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단순하고 쉽게 믿음에 의
존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지식을 포기하는 사회가 될 때 위기에 처하게 된다
는 것이 코스타의 주장이다.
코스타의 핵심쟁점에서 오늘날 위기적 상태의 사회란 “슈퍼밈”(Super Meme)의
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슈퍼민의 사회란 어떤 사실을 한번 확고하게 믿게
되면 의심할 여지없이 보편적 사실로 받아들여 다른 모든 믿음과 행동에 영향을 주거
18) 마이클 오브라이언,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 양자택일에서 공존으로”, 앨릭스 벤틀리 엮음/
오수원 역, 현대 과학 & 종교논쟁 (경기: 알마, 2012), 325. 그리고 오성주, “오늘날 과학
시대와 기독교교육의 역할과 과제”, 「신학과 세계」 제93호 (2018. 9. 30): 197-246 참고바람.
19) 리차드 세넷/조용 역,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서울: 문예출판사, 2002), 38-40.
20) 레베카 D. 코스타/장세현 역, 『지금, 경계선에서』 (서울: 쌤 앤 파커스, 2011),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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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믿음, 생각, 혹은 행동을 말한다.21) 오
늘날 사회적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위기상태로 휩쓸려 빠져들게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의심 없이 무조건 맹신하게 되는 믿음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물든 자본주의의 논
리를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보편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슈퍼밈의 사회가 된다는 것
이다.22)
이러한 슈퍼밈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맘몬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종교적 내용과 체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
한다. 그는 심리적인 현대인의 심리적인 문제, 즉 걱정, 고통, 불안의 원인이 자본주의
에 있다고 보고 이를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도 자본주의의 성격으로 본다. 이런 관점
에서 자본주의의 원리도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벤
야민은 자본주의가 제의종교의 특성을 지닌 종교적 구조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 제의
종교는 영원히 지속되며 부채(빚, 채무)를 부가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죄(Schuld=채무)를 속죄해주기커녕 오히려 끊임없이 죄를 부과해주고 죄를 보편화시
킨다.23) 따라서 자본주의에 흠뻑 젖어 맘몬주의 빠져있는 현대인들은 빈곤 속에서 끝
없는 “떠돌이-걸인-탁발승적 행각”에서 정신적 탈출구가 없는 자본주의 시대에 걱정
과 불안에 사로잡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자들로 묘사된다.24)
발터 벤야민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한병철은 오늘날 21세기의 사회를 비판적으
로 정신분석적이며 병리적 차원에서 외적으로 침입해오는 ‘박테리아적’이고 ‘바이러스
적’인 위기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문제로 ‘신경증적’ 질병(우울증, 주의력결핍과
잉행동장애, 경계성성격장애, 소진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내적 신경증적 병리문제의
위기사회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 병리적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성과사회”
가 낳은 결과로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으로 파악한다.25) 한병철의 비판적 논
리를 근거로 오늘날 성과사회로부터 오는 위기상태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욕구와
자기 긍정성의 욕구로 말미암아 과잉 극대화되어 내면의 참된 자아를 상실하고 나르
시즘적 자기도취에 빠져 자기중심적 교만으로 거짓 자아가 지배하는 사회로 전락된
상태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태의 원인에 대해
윌리엄 쉐논(William Shannon)은 “외향적으로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과학기술을 자랑
21) Ibid., 97.
22) 오성주, “21세기 위기사회 속에서의 영성과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47집 (2016.
9. 30), 18.
23) 발터 밴자민/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에 대하여/초현실주의』 (서울: 도
서출판 길, 2012), 211-122
24) Ibid., 124-125.
25) 한병철/김태환 역,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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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만”으로 지적한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26)

VI. 실천신학적 과제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재앙으로부터 오는 위기상황에서 교회와 실천신학의 실
천적 과제는 무엇인가? 위에서 전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
지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1. 회개와 회복의 영성을 선포하는 새창조 신학에 기초한 설교중심의
실천신학
성경은 시작과 끝을 선언한다.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묵시적 시간이다. 요한계
시록 1장8절과 21장6절에서 알파(Alpha)와 오메가(Omega)을 뜻하는 헬라어는 하나님
의 속성을 뜻하는 말로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말한다.
성경은 시간의 역사를 크게 시작과 묵시적 종말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온전한
세계의 근원과 시작은 창세기에서, 그리고 온전한 인간의 시작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
리스도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성경에서 묵시적 종말은 회개를 통한 또 다른 회복의
시작으로 선포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으
며,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
는 회복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
성경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이 임하게 된다. 그러나 종말은 또 다른 시작이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부터 베풀어진다. 다시 시작함이란 회개이며 회복이다.
회개을 통해 회복이 시작된다. 회개란 신약성서에서 “메타노이아”(Metanoia)이다. 이
말의 뜻은 “전환” 혹은 “변화”이다. 마음이나 생각의 전환 혹은 변화를 뜻한다. “방향
을 돌리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으로 헬라어는 “에피스트로페”가 있다. 히브리어 중에
“니캄”과 “슈브”라는 단어는 “뉘우치다” 혹은 “돌아서다”라는 뜻으로 “메타노이아”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인다. 이처럼 회개란 어원적으로 회복의미를 담고 있다.
26) William Shannon, ed. The hidden ground of love: The letters of Thomas Merton on
religious experience and social concern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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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란 영어에서 “Restoration”이다. 이 단어의 어원을 “Re”(다시)와 “Story”(이
야기)로 구분해서 본다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풀어쓰거나 혹은
“Res”(다시)라는 말과 “Torah”(토라, 율법)이란 말과 합성하여 “다시 토라(율법)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말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회개와 회복이란 ‘다시 시작하다’ 혹은
‘다시 돌아가다’는 뜻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다”(회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다”(회복)는 뜻이다. 사회적 재앙과 위기적 상태에서
회개를 통한 새로운 영과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설교중심의 내용이 되어야할 것이다.

2. 믿음과 지식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천신학적 지도력 함양
레베카 코스타의 주장과 같이, 오늘날 위기의 상태란 날로 심각해지는 “극심하고
복잡한 교착상태”에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지식을 포기함으로 믿음과 지식의 균형이
깨어짐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27) 대표적인 예로 트럼프식 정치방식이다. 객관적 지
식이나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고 무조건 개인의 신념과 믿음만을 고집하는 트럼프식
지도력은 미국 민주주의 정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재앙을 방불하게 하는 코로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방역과 예방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를 막지 못하고 계속 위기상태로 몰고 가는 또 다른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 위
선, 허위, 가증스러움 등과 같은 사악한 거짓말 바이러스의 전파, 즉 인포데믹스 때문
이다.28) 사악한 거짓말바이러스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여 위기적 상
황에 빠뜨리는 사례들을 본다. 한 예로 이단 신천지 사이비 집단과 같이 이단적 교리
나 신앙을 보편적 사실로 받아들여 슈퍼밈의 종교로 전락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
염으로 사회적 혼란과 위험에 빠뜨린 사례이다.
믿음과 지식은 위기적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접근하는데 필수불
가결한 요소이다. 위기란 위협과 기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믿음이란 개인의 내적
신념에서부터 일어난다. 다시 위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
도 동시에 필요하다. ‘인식의 과정’(탐구, 학습, 해석, 비판, 검증, 종합)을 통해 논리적
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신학적 지도력이 요구된다.

3. 신자본주의시대에 요구되는 실천적 목회를 위한 영성
27) 레베카 코스타 / 장세현 역, 『지금, 경계선에서』 (서울: 쌤 앤 파커스, 2011), 309-321.
28) 오성주,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와 인포데믹(infodemic) 극복을 위한 교회교육적 대안”, 김정
준 편집 『코로나 19을 넘어서는 기독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20), 298-3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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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위기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과 결탁된 자본주의 맘몬주의가 극대
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한병철의 비판적 통찰에서 보여주듯 자본주의의 극치는 ‘성공’
과 ‘성과’를 강조하며 극대화시키는 성과사회의 ‘과잉 가능성’으로 경쟁과 차별적 사회
로 전락 되었다. 그 결과 사회는 이기주의적 집단으로 변질되거나 파괴되고 있는 현실
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결탁된 과학기술 만능주의는 과잉생산과 과잉 소비주의
경향으로 심한 빈부의 격차를 일으키고 있다. AI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기계화된 노동
은 잉여노동을 초래하여 과거의 인간중심의 ‘함께 일(노동)하는 공동체 중심’으로부터
비인간화된 기계로봇 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노동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본화된 과학은 부를 누리는 수단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
치와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이 절묘하게 결합하여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과학만능주의
는 신의 자리를 차지하여 탈종교화 시대를 만들고 있다. 과학이 신이 된 탈종교화 시
대는 포스트 휴먼 혹은 트랜스 휴먼과 같은 새로운 인간이 등장함으로 인간의 정체성
과 새로운 윤리 도덕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리차드 세넷의 주장과 같이 신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흠뻑 취해있는 표류하는 현대인들의 삶은 인간성을 약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삶의 불치병을 치료할 실질적인 해결책이란 신뢰와 헌신을 통
한 상호 책임적 윤리와 공동체 회복에 달려있다. 이것은 오랜 기독교신앙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덕목이다. 예수의 삶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
한 해방과 희망의 영성으로 “긍휼”과 “상호책임성”, 그리고 “공동체 세우기”를 위한
영성이다.29)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물든 자본주의가 제의종교로서 역할을 하는 ‘경제종교’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홍인식은 기독교적 실천목회를 위한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30) 이것은 신앙공동체에서 “신이 되려는 기술”시대에 위기적 사회와 인간에게
요구되는 실천신학의 대안적 영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약하고 가난하며 힘없는 사람들로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사회적 보장을
해줄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해방의 영성, 2) 모든 경제관
계에 있어서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정의와 평화의 영성, 3) 이윤추구의 가치
관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삶 속에서 부채를 부가하지 않는 값없는 은혜의 영성,
4) 피해자의 고통에 동참하고 함꼐 나누는 실천으로 동정과 자비의 영성, 5) 경쟁과
차별의 대상으로 배제해버린 이기주의적 개인주의로부터 회복을 위한 이웃영성, 6)
신자유주의에서의 경제적 차이로 발생한 새로운 부족(사회계급) 사이의 소외와 차별
29) 잭 L. 세이모어/오성주 역,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5), 19.
30) 홍인식, “욕망의 사회에서의 기독교 목회영성”, 성정모지음/홍인식 역, 『시장, 종교, 욕망:
해방신학의 눈으로 본 오늘의 세계』 (경기: 서해문집, 2014), 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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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공동체 영성, 7) 생명의 가치를 돈과 소유물로 환원시키는
신자유주의 생명의 영성, 8) 독점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자들을 향한 비판과 대안으로
서 약함의 영성, 9) 경제적 종교에 대한 비판을 위한 충돌과 예언적 비판의 영성,
10)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 존재하는 비양립성에 대한 영성, 11) 타자의 의미 상실과
타자를 잃어버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타자 회복을 위한 친절과 받아들임의 영성,
12) 유토피아적인 희망과 꿈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현 체제에 순응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옳은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오늘날 사회에서 하나
님 나라에 대하 유토피아적인 희망과 꿈을 갖도록 예언자적 상상력을 위한 꿈의 영
성, 마지막으로 13) 한계를 모르고 끝없는 욕망을 기반으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삶과 제도를 제어하기 위한 멈춤의 영성

이러한 실천적 영성은 맘몬주의 자본주의시대에 인간성을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성이라 본다. 문제는 어떻게 이 영성을 실천신학적 과제로 삼고 구체적
인 제도와 구조 속에서 복음과 교육으로 실천해야할 프로그램과 방법에 달려있다.

VII. 나가는 말
과연 과학기술은 사회적 재앙과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과학기술은 물질로
증강 인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
을 것인가? 인간의 죄악성을 어떻게 과학기술로 제거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 기후변화를 일으켜 최악의 홍수와 태풍, 지진으로 일어
나는 천재지변을 어떻게 과학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과학은 전지전능한가?
초과학기술시대에 돌입한 최첨단의 과학기술발달을 자랑하고 지금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파를 막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감염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
도의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죄
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막을 자 누구인가? 신명기 4장28
절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
하였다. 오늘날 “목석의 신” 같은 “디지털 과학기술의 신”을 섬기게 될 현대인에게도
합당한 말이다. 성경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할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날 때이다.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고 디지털 과학기술의 신과
자본주의적 제의종교의 신으로 대체되어 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사회적 재앙과 위기는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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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만능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시대는 점점 우리 사회를 무신론과 탈종교화를
내세우며 재앙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당면한 실천신학의 과제는 전
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신학으로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천신학적 기초를 과정신학적 관점에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실재 속
에 매순간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과 둘째, 모든 세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적
으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 속에 있으며 셋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관계하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과 마지막 넷째, 알파(시작)와 오메가(종
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그의 선하신 뜻으로 주관하시고 그의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는 신앙과 신학이다. 그러므로 모든 우주만물과 생태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다스리라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의 소명
과 직분을 실천하는 영성적 목회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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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에 대한 논찬

양 성 진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 라는 오성주 교수의 논
문을 읽으면서 사회적 재앙과 위기 상황에서의 실천신학의 방향에 대한 놀라운 통찰
력과 실제적 대안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먼저 본 논문은 ‘사회적 재앙’과 ‘사회적 재난’을 비교하고 있다. 인간에 의해서 야
기된 인위적 사고의 사회적 재난을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에서의 인간의
타락과 죄성이 사회적 재앙의 근원이 되고, 그 사회적 재앙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본 논문은 사회적 재앙의 성경적 의미를 창조신앙과 신학을 근거로 해석한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모든 만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
적으로 연결된 ‘관계적 존재’로 설명한다. 이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과 공동의 책임성을 가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하나
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소외와 단절로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일으켰
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재앙은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
벌로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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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주 교수는 오늘날 사회적 재앙과 위기적 상황에서 기술문명의 혁명적인 변화
로 인간이 진화되어 신의 자리까지 올라왔으며,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이 종교를 대체
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인간이 과학을 신으로 대체시키면서 과
학만능주의와 자본주의의 맘모니즘이 종교적 힘을 잃게 하면서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
이라는 껍질만 남았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와 과학만능주의의 과도한 맹
신이 종교를 대체하고, 자본주의와 과학만능주의의 시각으로 인간 스스로를 바라보면
서 걱정과 불안이라는 거짓 자아가 지배하면서 신경증적 병리문제가 사회적 재앙과
위기적 상황의 근원이 된다고 강조한다.
오성주 교수는 사회적 재앙으로부터 오는 위기상황에서의 실천적 과제를 세 가지
로 제언한다.
첫 번째는 회개와 회복의 영성을 선포하는 새창조 신학에 기초한 설교중심이 실
천신학이다. 본 논문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
개함으로 회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회복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오 교수는 회개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회복을 정의한다. 따라서 회개와 회복의 영성이 사회
적 재앙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과제로 제안한다.
두 번째 실천적 과제는 믿음과 지식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천신학적 지도력 함양
이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지식을 포기하고, 지식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균형
의 상실이 아닌 믿음과 지식의 균형이 사회적 재앙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과제가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실천적 과제를 신자본주의시대에 요구되는 실천적 목회를 위한 영성을
제안한다. 자본주의와 과학만능주의가 결탁하여 탈종교화 시대를 만들고, 인간성을 약
화시키는 현대 사회에서 신뢰와 헌신을 통한 상호 책임적 윤리와 공동체 회복의 영성
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로 제언한다.
오성주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은 것은 사회적 재앙이 인위적
사고의 사회적 재난의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성과 인간성의 상실이 재앙의 근원
이 되며, 그 재앙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인간사로 제
한하는 사회적 재난의 개념을 넘어서서 실존적 인간 이해와 신앙적 관점으로 사회적
재앙을 재해석한 것이 본질의 문제를 깊이 헤아린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오성주 교수
는 사회적 재앙의 근본적 원인을 과학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탁한 것으로 진단한다.
따라서 과학만능주의의 맹신과 기계적이고 상업적인 자본주의의 논리가 종교를 대체
하면서 인간성을 약화시켰다는 관점이다. 동일하게 사회적 재앙의 근본적 원인을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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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표면적인 현상이 아닌 인간의 실존과 신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점일 것이다. 더욱
이 오성주 교수는 사회적 재앙에서의 실천적 과제로 신앙의 관점에서 회개와 회복의
새창조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간의 실존적인 측면에서 믿음과 지식의 균형과
책임적 윤리와 공동체 회복의 영성을 제언한 것이 문제의 근원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논문에서 아쉬운 것은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의 근본적 원인에서 과학만능
주의와 자본주의가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온 것으로 사회적 재앙이 되었다는 것을 충
분히 설명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또는 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충
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 대한 질문은 저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타자와 세상과의 관계
를 연속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과 타자와
의 관계가 동일하게 단절된다고 이해하고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난
다고 해서 세상과 타자와의 관계가 반드시 연합이 일어나는가? 신앙의 관계와 타자와
세상과의 관계를 연관되어 볼 수 있다고 보는가? 다시 정리하면 종교와 윤리의 관계
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한 사회적 재앙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 믿음과 지식의 균형을 제언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객관적 지식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과학이 믿음의 대상으로 대체되었다. 그렇다면 과학에 대한 믿음과 과학의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실천적 과제를 가져야 하겠는가?

- 355 -

- 356 -

논찬2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에 대한 논찬

이 종 민 박사
(총신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1. 들어가며
코로나19가 2019년 우리 사회에 소개된 후 2020년은 혼돈 그 자체로 한해를 보냈
다. 그리고 나서 맞이한 2021년의 화두는 변화이다.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
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된 변화이다. 이 변화는 백신을 계발하고 체계적인 접종이 시작되면서 인류가 스
스로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일으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일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된 변화이다. 이 변화는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AI의 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경제·사회에 일어나게 되는 예측불가능한 변화라 할 것
이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2021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코
로나19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사회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실천신학겆인 대안 제시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기독교교육적 도전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성
주 박사님의 “사회적 재앙과 위기 상황에서의 교와 실천신학의 과제”는 매우 시의적
절한 논문이라 생각된다.
2. 연구의 내용 및 기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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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적 재앙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사회적 재앙을 성경적 관점에서 어
떻게 해석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는 연구인 동시에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재앙과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서의 과제와 실
천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 있는 연구이다.
먼저 연구자는 오늘날 사회의 위기적 현상과 상황을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재난’
이라는 단어보다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규정한다. 왜냐하면 재
앙이란 “알 수 없는 뜻하지 않은 변고나 천재지변의 불행한 사고”를 신앙적 차원에서
좀 더 심각하고 복잡하게 받아들이면서 위기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를 논
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신학적 분석과 해석을 제시하고, 그 예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앙을 설명하였다. 특별히 재앙의 시작을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된 유기
적 생명관계의 왜곡과 소외와 단절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류가 경험
한 첫 번째 재앙으로써 노아의 홍수를 제시하였고 연이어 바벨탑의 붕괴와 소돔과 고
모라의 멸망, 그리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열하였다. 그 결과 재앙이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긴급하게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로
해석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앙이란 단순히 경고의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학자들이나 과학자들 혹은 기후변화연구가들의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구의 멸망 혹은 인류의 멸종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재앙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학자들과 과학자들
이 제시하는 위기적 상황을 열거하였다. 즉 게르트 레온하르트의 질문과 클라우스 슈
밥의 경고, 그리고 스트븐 호킹의 예견 등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
로나19의 생물학적 위협과 더불어 경제적인 심각성을 지적한 후, 인류가 과연 유발 하
라리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신적 존재로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
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21가지 제언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게르트 레온하르트의 책 “신이 되려는 기술: 위기의 휴머니
티”(Technology vs Humanity)를 인용하면서 기술이 미치는 악영향을 극복하면서 인
간의 인간됨을 드러내는 ‘글로벌 디지털 윤리’를 제시함과 동시에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탐욕에 대한 경각심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신학적 해석과 사회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재앙과 위
기적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리차드 세넷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초래되는 인간성의 파괴, 레베카 코스타가 말하는 슈퍼밈
사회의 병폐, 빌타 벤야민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나타나는 맘몬 사상, 그리고 한병철의
인간 내면에 퍼져있는 신경증적 질병 등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재앙과
위기적 상황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처럼 오늘날의 사회적 재앙과 위기적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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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밖에서 일어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
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교만이 인간사회를 철저하게 파괴하
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실천신학적 과제로써 ① 회개와 회복의 영성을 선포하는 새
창조 신학에 기초한 설교중심의 실천신학, ② 믿음과 지식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천신
학적 지도력 함양, ③ 신자본주의시대에 요구되는 실천적 목회를 위한 영성을 제안하
였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재앙과 위기적 상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재”이며, “참된 인간성의 상실”에서부터 도래된 것이고, 이를 위한 해결방
법은 과정신학적 관점에서 첫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실재 속에 매순간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과 둘째, 모든 세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 속에 있으며, 셋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관계하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과 마지막 넷째, 알파(시작)와 오
메가(종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그의 선하신 뜻으로 주관하시고 그의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는 신앙과 신학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생각해보는 질문
그리고 실천신학적 적용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재앙과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유
익한 연구논문이라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연구가 더욱더 의미가 있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연구자는 회복(Restor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즉
“Re”(다시)와 “Story”(이야기)로 구분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다”라는 뜻과 함께
“Res”(다시)라는 말과 “Torah”(토라, 율법)이란 말과 합성하여 “다시 토라(율법)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근적 분석에 대한 문헌적 자료
가 있는지 아니면 연구자 자신의 독특한 해석인지를 밝혀주면 좋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연구자는 결론에서 전능하시고 부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
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고 섭리됨을 고
백하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운영 과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과
신학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과정신학적 관점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연구자
가 생각하는 과정신학의 정의는 어떤 것이고, 이것이 기존의 정통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연구자의
견해를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귀한 논문을 읽고 오늘날의 문제들을 심도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실천신학회 교육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특별히 귀한 연구를 통해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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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작성해 주신 오성주 교수님께 감사는 표하는 바이다.

- 360 -

논찬3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에 대한 논찬

박 희 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학과)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슈들
을 굵직굵직하게 제시해 주신 원로 학자 오성주 박사님의 글은 차세대 실천신학자들
이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이슈들을소개해 주고 있다.여러모로 바쁘신 시간 중에 후
배들이 가야할 길을 비춰주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 주신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이 논찬은 이 글의 논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기 보다는 글의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 오성주 박사님이 던져 주신 숙제들을 본 논찬자의 관점에서 정
리하는 작업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이 본 논찬자에게 제시한 숙제들의 영역은크게 다음의 두 질문에 연관되어
있다. 1. 실천신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 이 시대에 실천신학자가 구성
할 신학적 인간학은 무엇인가?
1. 실천신학적 방법론:실천신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글의 본문은 미래학자(Futurist)들의 글을소개하며 우리 사회의 위기를 진단한
다.미래학이라는 분야는 본 논찬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던 분야이기에 한
국 실천신학자의 글에서 만났을 때무척 반가왔다.한편 이 분야와 학제적인 대화를 해
보고자 시도를 하면서 점검해야 했던 몇가지 한계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려가 되는
바도 있었다.본 논찬자가 미국의 학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끔 한국에 돌아와 보면,한

- 361 -

국 신학계는 이 분야를 상당히 급진적으로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반면,미국의 신학계에서는 이 분야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미래학을
동료신학자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이 분야에 대해 학계가 가지고 있는 묘한 불편감이
느껴졌었다.본문이 미래학자들의 글을 소개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 불편감이 무엇인
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듯 하고,그 불편감이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이를 표현해 보고자 한다.
우선 미래학자들의 글은 신학의 규범적인 주장들(Normative claims)과 많이 닮은
반면 그 주장을 끌어내기 위한 학문적인 근거와 논리가 빈약할 경우가 많다.저자가 소
개한 미래학자들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그들이 자
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찾아낸 정보와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며 하는 예언적 가치선언이다.바로 이 예언적 진단과 가치선언은 저자의
논지에 따르면 규범적인 주장으로 이어지는 듯하다.예를 들면,이 글에 인용된 사회생
물학자(Sociobiologist)인 레베카 코스타는 “믿음이 지식과 사실을 대체하는 현상”이
위기적 상황의 징후라고 하고, “믿음과 지식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공존하고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이 글을 통해서는 코스타가 얼마나 탄탄하게 증
거들을 제시하고 그의 동료 과학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약없는 논리와 근거로 이러
한 결론에 도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그의 글을 읽은 이들이 인터넷 상에서 표현하는
논리적 도약에 대한 비판들은그의주장이 대중적이고 선동적인 부분이 있음을 자주 지
적한다.(그의 책에 대한 학문적인 Book Review는 쓰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참조할 만
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쩌면 미래학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적 영역에 대해 시사하
는 바가 있다.즉 이들은 이 과학적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한 비신학적인 영역에
서 종말론적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러한 사고가 성립할 수 있다면,실천신학자로서 이들의 사고를 접하는 가
장 책임있는 태도가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실천신학은 이 미래학자(Futurists)
들이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적영역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여 생겨난 신학의줄기이다.
즉,과학기술의 발달 과정 속에서 신학이 탁상공론이상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과
학과 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진솔한 신학적 목소리를 내고자 한 노력이 실천신
학을 태동시켰다. 실천신학이 이 치열한 학문적/신학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택한 방
법은 치밀한 해석(exegesis)이다.이를 위해 실천신학자들은 삶의 경험을 두껍게 기술
하고 묘사하며 그 안에서 해석적이고 규범적인 신학적 목소리를 끌어내어 신학 방법
론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기 위해 삶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학
제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질적/양적 연구방법을 도입하는 등, 이상을 향한 논
리의 도약을 절제한 신학적 사고를 간구해 왔다.실천신학이 추구하는 바,즉 삶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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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깊고 상세하게 이해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나가는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비출
때,미래학의 애매모호한 방법론은비판적 검토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미래학에 대해 실천신학적 연구방법이 들이대어야 할 치열한 해석의 잣대는 또한
우리가 성서를 다루는 잣대로도 사용해야 할 것이다.사실 해석(exegesis)은 성서학에
서 유래하지 않았던가. 실천신학자들은 우리 분야의 선배들이 성서를 prooftext로 사
용해 온 관습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즉,성서의 일 부분을 성서 본문에 대한 체계적
인 해석(exegesis)이 없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관습을 말한다. 성서 해석
의 과정에 충분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실
천신학이 삶의 경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충실성 (commitment)을 발휘해서 임해야 할
작업이 아닐까 한다.바로 이런 태도의 부재는 기독교 안팎에서 성서의 권위를 빙자해
성서를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현상들을 유발할 때도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2. 이 시대에 실천신학자가 구성할 신학적 인간학(Theological Anthropology)
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 저자가 반복적으로 되돌아가는 지점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창세기 3장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소유하려는
인간 탐욕이 불러일으킨 결과”이며, “사람의 근본적인 탐욕과 소유욕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의 교만이 싹트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저자는 이어서 “성경에서 교만
과 탐욕은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이해한다.이러한 주장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가 무엇이던 간에, 교만과 탐욕의 주제로 저자가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 주제가 저자의 신학적 인간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
다.그러기에 저자는 미래학자들이 인간에 대해 하고 있는 평가에 귀를 기울인다.원래
버클리음대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작곡가로 활동을 하다가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강연자가 된 게르트 레온하르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것을 삼키는 기술변화에 직
면한 우리는 인간성의 우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AI지능로봇과 같은 머신 사피엔스, GMO-사피엔스,트랜스 휴머니즘,인간증강현실 등
인간과 기술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에도 저자는 관심을 보이며 인간의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계가 붕괴된다고 이해한다.유발 하라리의 사피언스와 호모데우스
에도 관심을 보이며 “지구행성의 정복자”가 된 인류가 “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인용한다.레베카 코스타의 슈퍼밈 개념을 소개하며 저자는이를 20세기 초 프랑
크푸르트 학파의 발터 벤자민의 자본주의 비판과 연관짓는다.저자의 논리를 짐작해 보
자면,아마 기술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경험이 증강되면서저자가 이해하는 자본
주의의 논리인 교만과 탐욕의 논리가 강화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즉 인간은 교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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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탐욕이 많아서 현 인류는 사회적 재앙과 위기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찬자는 인류의 문제를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서 찾는 논리에 문제를 제기하
고 싶다.교만과 탐욕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다.인류가 접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
를 개인의 감정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인간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
는 논리이기에 신학을 비롯한 많은 이론가들이 사용해 온 논리이다.이렇게 문제의 근
원을 개인에서 찾을 때 해결책은 각 개인이 그리고 모든,혹은 대다수의 개인이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그러나 우리 사회 개인의 삶의 경험을 깊이
들여다 볼 때,이 논리는 해결책이 되기 보다는 폭력이 될 때가 많다.왜냐하면 현 사회
구조에서 이 논리는 결국 구조의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해 피해자를 탓하는 논리가 되
기 때문이다.
실제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삶의 경험을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분석한 이
론가들은 다른 곳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는다.저자가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재독 철
학자 한병철은 가능성과 긍정성으로 점철한 기술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본다.저자가 이
를 “자기 긍정성의 욕구”라는 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진찰하는 반면,한병철은 “세계의
긍정화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낳는다.새로운 폭력은 면역학적 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면,바로 그러한 내재적 성격으로 인해 면역 저항
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개인의 내면의 문제처럼 보이는 긍정성의 문제
를 구조의 문제로 진단한다. 긍정성이 낳은 치열한 경쟁은 “성과사회”를 조장하고 결
과적으로 모두가 지쳐버리는 “피로사회”를 이룬다.그가 그리는 사회는 긍정이라는 에
너지로 돌아가는 쳇바퀴에 개인들이 갇혀 있는 모습에 가깝다.경쟁 사회에서 개인은
탐욕을 달성하지 못한다.마치영화화된 소설Hunger Game에서 살아남는 이가 교만해서
혹은 탐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구조 안에서 경쟁 이외
의 선택 사항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느 새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탐욕
의 문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사회학자 웬디 브라운은 <민주주의 살해하기 (Undoing the Demos)>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성이 왜곡되고 있는 문제로 본다. 근대 사회의 이성이 정치적인 이
성으로 자신의 주체성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성이었다면 신자유주의의 이성
은 정치적인 이성을 경제적인 이성으로 변형시키고 인간의 모든 가치를 신자유주의적
이성의 패러다임에 합류시킨다.예를 들면,정의의 문제가 예전에는 정치적인 문제였다
면 신자유주의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치사상을 만인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경제적 분배의 문제로 둔갑시킨다.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인간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았기에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자신에게 돌
리며 사는 경제적으로 예속된 존재로 전락한다.
실제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인 신자유주의는 발터 벤자민이 봤던 1, 2차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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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야기시킨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형태로부터 상당히 다른 성격으로 진화해 왔다
는 점도 이런 구조적인 진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바이다.경제사회학자 William Davis
는 “The New Neoliberalism”이라는 논문에서 영미권의 신자유주의가 “Combative
Neoliberalism(전투적 신자유주의): 1979-89”에서 “Normative Neoliberalism(규범적 신
자유주의): 1989-2008”로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는 “Punitive Neoliberalism
(체벌적 신자유주의)”2008-?”로 변형되어 왔다고 관찰한다. 전투적신자유주의는 각 국
가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을 쓰며 국가간의 경쟁의 모습으로 커나가고 있던
시기라면,규범적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가 안정권에 들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의 시기
를 겪던 때이다.이 시기가 소비주의를 바탕으로 한 탐욕의 논리가 가장 강하게 작용했
던 때가 아닐까 싶다.그러나 영미권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아시아권에서는
더 일찍 IMF 사태로 체벌적 신자유주의 시대로 도입했다.미셀 푸코가 말하는 규율사
회의 논리 에 따라 각 개인 앞으로 쌓여 버린 빚과 자본화된 인간을 제어하는 강한
규율로 성격지어지는 현 세대의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교만과 탐욕으로 정의내리기에
는 인간의 모습이 교만과 탐욕을 부릴만한 형편조차 못되는 초라하고 딱한 상태다.이
러한 현실은 IMF 사태 때 태어나 자란 현 대학생들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금방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다.이런 구조 속에서 과학기술로 인해 증강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과학계의 미래학자들의 예언과 경고를 실천신학자들은 훨씬 더 복잡하게,
다각적으로, 다면적으로 이해하여 신학적 인간학을 구성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하지 않
을까 싶다.
이외에도 저자가 다루고 있는 이슈들은 여럿 있다.그 중 논찬자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들에 대해 생각을 나눴으나,사실 저자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개와 회복의
영성이 아닌가 싶다.그가 인용하는 홍인식이 제시한 실천신학의 대안적 영성 13가지는
여러모로 설득력이 있고 저자가 결론에서 언급하는 과정신학의 관점 또한 큰 호기심
이 간다.이러한 대안과 현실을 잇기 위해 정밀하게 실천신학적 방법을 적용한 성찰은
우리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걸음이 될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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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발표
팬데믹과 목회상담학적 대응

김 해 영 박사
(KC 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학)

I. 들어가는 말
한국에 코로나가 펜데믹의 현상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사회적 혼
란이 있었다. 그 세기와 영향력이 이전에 세계를 강타했던 전염병과는 달리 훨씬 광범
위하고 파급력이 대단했다.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2020년 1월 9일
코로나로 인한 첫 희생자가 나왔다. 그 후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약 92일만에 전
세계적으로 10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요 방송들은 원인도 정확히 알 수 없
는 병으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장면들을 내보냈고 불안에 압
도된 사람들은 상점마다 사재기를 해대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혼란과 공포였다. 2020
년 10월 2일 기준 확진자는 전세계적으로 34, 162, 732명이고 그중 사망자가 1, 020,
932명이 되었다.1) 같은 시기 한국의 경우 누적 확진자 수가 23, 952명, 사망자는 416
명까지 이르렀다.2) 2000년 들어 펜데믹으로 부를만한 몇 번의 세계적 질병사태가 있
긴 했었지만 이렇게 장시간 지속되고 이 정도의 결과들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발생초기 사람들을 더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이것이 전파가
1) “COVID-19 Dashboard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ring (CSE),”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cornavirus.jhu.edu/map.html [20. 10. 02. 최종 접속]
2)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http://ncov.mohw.go.kr [20. 10. 02.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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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휴우증과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것도 분명한 것이 없다는 점이었다.
교회에서 이런 현상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터져나온 단순한 대답과 반응들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
는 이들의 상황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들이었다. 교회공동체에서 인간문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안타까운 면도
있다.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런 일로 누군가 주변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음으
로 떠나보내게 되면 그런 단순한 대답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오
히려 섣부른 반응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른다. 성경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5)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한 감정의 소
통과 나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인간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나눌 수 없는 교회
의 폐쇄적 성격 때문일 수 있다. 교회내에서 제한적 감정 표현의 방법들만을 배워 온
그들에게 특별히 부정적 사건이나 그와 연관된 정서적 분출이 차단되거나 허락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위기의 상황을 적절한 과정을 통해 다루게 되면 삶의 변화를 이
끌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쉬운 답을 내리고 그 현장
을 애써 외면하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외상상담에서 “애도”의 과정이 가진 치료적
효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교회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정표현을
자제하도록 권유받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지 모른다.3) “같이 웃고 같이 울어 준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분명 인생의 위기를 잘 넘기기
만 하면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Ricahrd
G. Tedschi와 Lawrence G. Calhoun은 외상후 겪게 되는 위기를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위기가 곧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4) 또
한 위기 후 올바른 치료적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오히려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 이
로 인한 스트레스나 질병에 더 잘 대응하게 되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게 된다.5)
이 연구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

3) HyoJu Lee, “Pastoral Theology in Response to the Problem of Suffering and Pain”,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109/7(2018), 276-277.
4)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 (PTG: Posttraumatic Growth)라는 처음으로 사용한 이들은 외상을
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개념을 강조했다.
Richard G. Tedschi et al., Post-Traumatic Growth: Theory, Resarch, and Aplications
(New York and London: Routeldge, 2018), 5.
5) 김에스더, 김정규, “감사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
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2(2019),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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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기 위한 목회상담학적 대응방법으로 Heinz Kohut의 시각에서 공감의 의미를 다
루어 보고자 한다. Kohut의 자기대상(selfobject)의 긍정적 자기 공감 모형은 펜데믹
상황에서 목회상담학적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 공감은 건강한 자아 형성에 중요한 환경이 되는 자기대상과 자기(self)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6) 그는 이 공감적 분석이 나르시스적 상태에 있는 자기를 치
료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7) 자기 대상과의 건전하지 못한
관계로 발생한 병적인 나르시스적 상태에 빠진 내담자라고 할지라도 상담자의 공감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의미이다.8) 이 공감은 상담자가 객관적 위치를 지
키면서도 내담자의 삶에 동참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9) 팬데믹의 상
황에서 목회상담학적 대응 방법의 예로 Kohut의 공감적 반응의 의미와 구체적인 예로
성경속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간단한 두 상담상황에 대해
다루고, 인간고난과 관련해 기독교 역사에서 전개된 상황에 대한 신학적 흐름이 무엇
인지 살펴본 후, Kohut의 이론을 바탕으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 목회상담의
공감적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이씨와 M의 이야기
이씨의 이야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씨를 만나게 된 것은 그가 이미 여러 심리치료를 받고 난
후였다. 여러 명의 상담사를 거치고 별 효과가 없다고 느낀 그는 다시금 새로운 상
담사를 찾아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소위 말하는 ‘상담치료 쇼핑’을 하는 과정
으로 나도 그중에 하나였다. 그는 교통사고 후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사
고가 나기 전 그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람이었지만 한번의 교통사고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
다.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내의 돌봄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무력해진 그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아내와 주변 사람들의

6)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ed by Arnold Goldberg and Paul Stepansk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84), 174.
7) Heinz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32.
8) Heinz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171.

9)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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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 신앙심이 깊었던 아내는 우울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 교회목사님과 성도들
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일 설교시간에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두
고 ‘우울증 귀신이 들렸다’고 했다. 성도들도 그렇게 믿는 것 같았다. 사업이 잘 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때는 목사님의 방문이 잦았는데 지금은 집에 찾아오지 않는
다.10)
M의 이야기
M씨는 병원 채플린으로 그곳을 방문했을 때 만난 70세 된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은퇴한 경찰이었다. 그는 범죄과학 관련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와 연관된 분야의 경
찰 과장이었다. 그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보았지만 아내가 암 진단을 받자 교회 다
니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유는 그들의 상황을 두고 벌을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했을
것이라는 교회의 암묵적이지만 노골적인 반응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가 교회의 그런 반응 때문에 감정적 어려움을 갖길 원하지 않았다. 그와 아내는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루고 손주들 세례를 받게 한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을 가지
고 있었다. 그런 아내가 5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내가 M을 만났을 때 그녀
의 암은 폐와 뼈로 전이되어 있었다. 자신도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녀를 돌
보려고 노력했다. 그는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지금 막 입원했다. M씨는 통증을 이유
로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해 생긴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게 된 것이다.
스테로이드제는 그의 등뼈가 골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은 등 때문에 받는 두
번째 수술이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 그는 등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있
어야만 했다.11)

고난의 문제
두 사람 이야기는 인간 고난에 관련된 문제이다. 공통점은 기독교인이고 살면서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 다 자신들
의 고난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부딪히게 되는 현실은 비기독교인들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전쟁과 기근, 각종 질병들로 인해서 인간이 겪게 되는 결과들은 종교를 가진 이
들에게 그들의 종교 전통안에서 원인을 묻고 답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던져 주었다.
기독교 전통안에서 인간이 마주한 문제들을 신학적 관점에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

10) 이 사례는 발표자가 직접 약 6개월간에 걸쳐 매주 상담을 진행한 분의 이야기다.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이름과 일부 내용등을 수정했다.
11) 이 예는 이효주가 발표한 영어논문의 예를 한국어로 번역해 옮긴 것이다. HyoJu Lee,
“Pastoral Theology in Response to the Problem of Suffering and Pain,”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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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인간 역사속에서 발생한 수많은 자연재해, 비극적 사건인
전쟁과 수용소에서 죽어간 수백만의 유태인들. 최근까지도 갖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사
망자와 곳곳에 벌어지는 분쟁들로 고향을 떠나 바다위를 떠돌고 있는 난민문제와 같
은 것들이다.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신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신 것일까? 과연 누구의 잘못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다.12) 인간능력을 압도하는 이런 현실속에서 던져진
질문들과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들은 종교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이해하는 사람
들에게 주어진 과제와 같은 것들이다. 기독교 전통안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구
조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도식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13) 문제는 그런 도식
이 복잡한 우리 현실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 한계를 인식
하고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 했던 하나의 흐름이 ‘신정론(theodicy)’이다. 이것은
인간고난의 문제를 유신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려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14) 박영식은
신정론의 출발을 에피쿠루스로 보면서 그의 글을 소개하고 있다.
“신은 악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하기를 원하지 않든지, 그것도 아니면 신은 악을 제거하실 수 없으며 그렇게 하
기를 원하시지도 않든지, 아니면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며 하시기를 원한다. 만약
그가 원하지만 할 수 없다면, 그는 약해서 신에 적합하지가 않다. 만약 그가 할 수
있고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는 질투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신에게 낯선 것이다.
만약 그가 원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면, 그는 질투하면서도 약하고 그래서 또 한 신
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신에게만 적합한 것을 원하고 할 수 있다면, 도대체 악
은 어디서 오며 그는 왜 악을 제거하지 않는가?”15)

에피쿠루스의 이 진술은 전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관련되어
12) 이것은 Howard W. Stone and James O. Duke가 말하는 각 개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들에 대한 자연적 반응을 말한다. 신앙을 가진 개인들이 마주한 상황을 신학적으로 해석하
려는 것은 전문신학자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점이다. 그
들은 그 신학적 방법에 대해 두 가지 방법 즉, “내재적(Ebedded)” 인 것과 “숙고적
(Deliberative)”이 있다고 말한다. 내재적 신학은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을 해석하는 고전적
방법이라면 숙고적 신학은 실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해석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Howard W. Stone and James O. Duke, How to Think Theologicall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1; HyoJu Lee, “Pastoral Theology in Response to the
Problem of Suffering and Pain”, 268-269에서 재인용.
13) 채은하, “전도서에 나타난 신정적 위기(Theodic Crisis)와 극복,” 「신학과 사회」
27/1(2013), 119-120.
14) 박영범, “신정론과 하나님의 고난: 신정론 문제의 응답으로써 하나님 고난이 주는 의미”, ｢
한국조직신학논총｣ 33(2012, 09), 246.
15) 박영식, “신정론, 하나님 변론을 넘어서,” 「기독교사상」 8(2014), 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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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능하고 무소불위한 하나님이 왜 악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면 그가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고난
만을 남기는 악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
떤 이유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신학적 주제였다. 전능한 신의 이미지를
소유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이 악에 관한 내용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16) 기독
교 역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 헤겔, 칼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악의 존
재 사이의 관계성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이 이론은 고난의 현실앞에서
좌절하는 인간의 문제를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17) 박영식도 비슷한 견해를 자신의 논문에서 밝힌다. 신정론은 결국 고난의
문제를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변론에 가깝다는 점에
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18) 이런 한계를 의식한 듯 박영범은 몰트만의 시각
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예
수는 인간의 삶과 동떨어져 우리가 마주한 고난에 침묵하는 신의 모습으로써가 아니
라 인간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것이 몰트만이 제시하는 신정
론의 새로운 해석이다. 그 단적인 예가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의 모습이다.19) 그
러나 여전히 전통적 신정론의 사변적 관점으로 인간 고난과 고통을 단순화 시켜버리
는 여러 흐름들을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고난의 문제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짊어져야 한다는 식이거나, 고난은 앞으로 올 내세의 축복의 보증이라는 형태
로 가르쳐 지곤 한다. 어떤 경우는 고난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관문으로 그 자체를 미화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20) 결국 고난의 현실을
온몸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답과 해결은 그들만의 몫으로 남아
있는 듯 하다.

III. 나오미, 이씨, M의 이야기
성경에는 모압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마주한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

16) 박영범, “신정론과 하나님의 고난: 신정론 문제의 응답으로써 하나님 고난이 주는 의미,”
246-247.
17) 앞의 논문, 255.
18) 박영식, “신정론, 하나님 변론을 넘어서,”22.
19) 박영범, “신정론과 하나님의 고난: 신정론 문제의 응답으로써 하나님 고난이 주는 의미,”
268-269.
20) 최민수, “하나님의 이중적 이미지: 무력한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인간의 고난에 관한 목회
신학적 성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9/6(201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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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록되어 있다. 욥과 같은 무게와 자세한 설명은 주어지지 않지만 내용만 본다면
나오미가 처한 상황도 그에 못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외지에서 남편
과 두 아들을 잃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얼
마나 혼란스러웠는지는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옮겨 갔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새로운 환경을 찾아 떠난 그들의 도전은 기
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 같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죽음으로 먼저 보내야 했
고 그 지역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마저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결국 생존을 위해 다시
의존할 곳은 그녀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한 듯 하다. 그녀
가 두 며느리를 향해 혼자 고향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자 이 둘은 그런 나오미를 한사
코 따라 나서려고 한다. 그런 그들에게, 그녀는 자신의 삶이 가망이 없다는 말을 이렇
게 표현한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
냐. 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룻1:13).

나이 많아 남편을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나오미는 자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아
이를 기다리지 말고 떠나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두 며느리를 설득한다.
현실적인 제안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나오미가 보이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다. 인간운명에 대한 상벌구조의 전통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의 이런
반응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새로운 삶을 찾아 자기 민족들이 있는 땅을 떠나 정착
했지만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죽음으로 먼저 보내야 했다. 결국 더 나은 미래가 있
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던 곳마저 버리고 떠나야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그
런 상황은 그녀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신학적 해석을 하게 만들었다. 그
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해석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이런 인식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을 맞아 나온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룻1:20)라는 나오미의 대답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달콤한” (sweet,  ) םצנ또는 “즐거운”(pleasant, )םיצנ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줄 것을
요구한다. 이 단어는 나오미라는 이름과는 달리 “달지 않은 씁쓸한”(bitter,  )הרמ뜻을
가진다.21) 초기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여호와께서 나를 가혹하게 대하신다”, “여호와
21) Kathleen A. Robertson Farmer, “The Book of Ruth: Introduction, commenta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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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22) 이 단어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 달라는 그녀의 요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 간 이민의 삶이 성공적이지
못한 참담한 결과로 맺어진 것이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언급된 이씨와 M의 경우도 나오미의 상황과 유사하다. 기독교인으로 살
아온 그들이 인생후반기에 이르러서 심각한 신학적 의미 찾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
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로 인해 힘들어
하는 이씨. 아픈 자신 뿐 아니라 암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아내까지 돌보아야 했던 M.
이 둘의 이야기는 준비되지 않은 고난을 갑작스럽게 마주했다는 점에서 나오미의 이
야기와 닮아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다. 교통사고
후 겪게 된 우울증을 신앙이 부족하고 마귀가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나, 몸의 질병이
그런 일을 당할수 밖에 없는 어떤 일을 했을 거라고 단순히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만
약 우리가 현실에서 나오미와 같은 이씨와 M씨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까? 어떤 대답을 그들에게 해 줄 수 있을까?
인간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속의 인물은 욥이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자신, 주변, 하나님을 향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라고 그가 던졌던 질문을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절박한 상
황에서 욥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이씨와 M가 받았던 그것과 많이 다
르지 않다.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문제 앞에 기독교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
려고 노력하고 있다. 욥과 같은 심정으로 다시 한번 주변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다.
수천년의 시간적 간극을 두고 있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들을 묻고 답하는 데에 있어
우리는 그 후 많은 진보를 이루어 낸 것 같지는 않다. 그 반응들이 욥의 그것들과 너
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신학적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모든 것
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말로 간단히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다.
교회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인간고난
의 문제에 대해 이런 단순한 반응들이 그런 문제들을 깊이 다루기를 주저하는 교회전
통이나 애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간의 역사에 바탕한 것일 수 있다. 그
러나 십자가의 참 의미는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가 친해 내려오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것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빌 2:7),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상담자가 내담자
Reflection,”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A Commentary in Twelve Volumes. Vol IX,
ed. by Leander E. Keck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909.
22)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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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으로 들어가 이해를 시도하는 효과적인 공감의 모습이다.23) 이것은 타인의 관
점으로 타인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
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저 함이니”(고전 9:22)라고 표현된다.24)

IV. 룻과 보아스
룻은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 하나이다. 모압 여인으로 유대지역에 근거를 둔 나
오미와 같은 출생이 아니다. 가족을 읽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
를 향해 자기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한다. 그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떠났고 롯은 한사코 어머니 곁에 남기를 원한다. 자기를 떠나 원
래 민족에게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그녀의 답은 현실적인 것이 었다. 그 당
시 풍습중 하나는 아이가 없이 죽은 남편을 대신해 남은 형제중에 한명이 죽은 형제
의 미망인과 결혼해 대를 이어주는 것이었다.25) 이것은 가문의 재산이 다른 사람들에
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오미에게 남겨진 아이는 없었고 남편도 죽었으며 아이를 갖기에도 늦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녀가 모압이 아닌 자기가 떠나온 유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곳을 떠나 나오미와 함께 유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압 사람인 두 며느리
에게는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유대사람들과 특별히 모압과 악연으로 얽힌 관계를 생각한다면 나오미의 제
안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26)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 떠나라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
은 자신이 당한 일이 하나님께로 부터 벌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같이 머무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당시 신과
23) 박은정·이종민, “‘생령’의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와 적용: 기독교교육과 목회상담을 중심으
로,” 「제78회 한국실천신학회정기학술대회」 (2020, 11), 96.
24) 전요섭,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기법』, (서울: CLC, 2012), 60-61, 박은정·이종민, “‘생령’의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와 적용: 기독교교육과 목회상담을 중심으로” 97에서 재인용.
25)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다른 살아 있는 형제중 한명이 아내를 맞이 하는
풍습은 흔히 일어났던 현상으로 주로 가족에게 속한 재산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는 일들을
막기 위한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Kathleen A. Robertson Farmer, “The Book of
Ruth: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ection,” 904.
26) 모압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것이었다. 창세
기 19장에 기록된 롯과 두 딸의 근친을 통해 탄생된 모압시조의 이야기부터 출애굽 당시 광
야에서 그들을 대적했던 이야기 (민수기 22장), 그리고 모압여인들과 혼인한 이스라엘 민족
이 겪어야 했던 사건들(민수기 15)은 그들이 모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앞의 책,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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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의 주변에 머물면 그 덕을 보게 될 거라는 의식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을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아
브라함은 세상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를 통해 주변의 것들이 신적 복의 영
향 아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 사람에 의해 주변 사람들과 그에게 속한 것들
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
다. 이것은 그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그 민족들의 복과 저주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똑같
은 원리가 가장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과 같다. 이와 관련한 많은 예들이 성경에 기록
되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욥이 가진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가
족들과 주변 것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신28:1)라
는 구절로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해 진다.27) 이 구절 이하로 전개되는 내용들
은 책임이 있는 누군가가 가진 신앙적 모습에 따라 그 자신 뿐 아니라 전체 가족과
공동체, 심지어 나라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룻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나오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머무는 한 그것은 현재적이며 미래적 사건이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징계하시기
로 작정한 나오미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룻마저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이
다.
주어진 상황만 정리해 보자면 룻은 당장 나오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 현명해 보인다. 유대지역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는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가는
것이지만 룻은 그 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자기 고향을 떠나 모압민족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유대지역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결정일 수 있다. 더구나 나오미의 처지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상황은 더 좋지 않을 수 있다. 나오미와 함
께 한다는 것은 그 신적인 저주도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을 대신할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큼 젊지
도 않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같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상황은 더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곁에 남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한사
27) 소위 신명기 신학으로 불리는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벌을 받게 된다”는 공식을 의미한다. 구약 곳곳에 흐르는 이 신학적 흐름
은 독일의 유대인 학살, 자연재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의 대한 복잡한 문제에 답
을 줄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한 신정론의 신학적 노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Ronald E. Clements, “The Book of Deuteronomy: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A Commentary in Twelve Volumes. Vol IX, ed. by
Leander E. Keck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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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떠나가라고 말하는 나오미를 향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1:16)고 말한다.
사실, 룻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하다. 우선 성경적 배치가 그렇다. 혼
돈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사들의 이야기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무엘의
이야기 바로 앞에 룻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인에 대해서 가지
는 폐쇄적 정향을 생각할 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이야기를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를 다룬 이야기들의 한 중간에 배치해 놓은 것이다. 거기에 덧붙
여 룻기 마지막에는 다윗의 계보가 바로 이 이방여인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
록해 놓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윗과 그의 가족왕가가 가진 중요성을 상기해
본다면 이방여인의 혈통이 그들 가운데 섞였다는 것을 당당하게 그려놓고 있는 룻기
말미의 서술은 놀랍기까지 하다. 종교적 순수성과 정통성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과 그
런 시각에서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폐쇄적이며 때로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들의 역사
를 생각해 볼 때 룻기 말미의 기록은 극적인 반전에 가깝다.28)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통해 보여주는 행동은 또 한번의 반전이다.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도 아니고 외형적으
로 볼 때 분명 신과 관계가 원만해 보이지 않는 나오미 곁을 룻은 한사코 남아 있으
려 한 것이다.
암울한 한 여인의 비통한 삶의 이야기로 시작한 룻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
을 맺는다. 유력한 친척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만나 룻은 재혼을 하게 되고 아들도 낳
게 된다. 그 덕에 나오미는 남은 인생을 욥이 하나님의 험난한 시험을 지나 그 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받고 끝맺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런 면에서 룻기
는 욥기의 또 다른 버전으로 보인다. 그런데 큰 차이가 하나 있다. 이 모든 일의 중심
에 서 있는 룻이 어느 곳에서도 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학적 고백을 드러낸 부분이 없
어 보인다는 점이다.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고난에 대한 신학적
28)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경각심과 이에 대한 경고는 성경 곳곳에 드러난
다. 이것은 솔로몬왕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 선택한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결혼이 어떻게 종
교적 순성을 파괴하고 타락으로 이끌어 간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오므리 왕조에서 정치
적, 경제적 이유로 발달된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적대적 감정은 이들이
이방민족과 섞여 버려 종교적 순수성을 읽어버릴 위험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인식에서 사마리아 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이런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들의
단어사용에서도 드러난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묘사된 “사마리
아” 사람앞에 붙인 단어인 “ου” 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예들은 이들이 이방민족에 대한 위험성과 그들의 대한 감정이 친근하지 않다
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W.F. Arndt and F.W. Gingrich, συγχραομαι,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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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신실한 욥과는 그 출발부터 다르다. 모압 여인으로 룻이 아는 하나님은 나오미
와 그녀의 가족을 통해서다. 이것은 1장 16절에 룻이 나오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같
이 가겠다고 말하며 언급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표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룻의 인생 반전이 욥처럼 성경에서 드러나는 신앙적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그래서 더 흥미롭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결과 복을 받
았다”는 전통적 신학적 공식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고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내는 신학적 틀에 대한 도전이다. 나오미의 이해라고 하면 하나님께 저
주를 받은 그녀 곁에 머물고 있는 룻의 삶도 그 영향 아래 있는 것이다. 나오미가 남
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박한 심정으로 고향에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룻
이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룻은 유력한 친척중에 하나인 보
아스를 만나고 다윗왕의 혈통을 이어줄 아들을 낳았으며 그 덕에 나오미의 삶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간다.
이런 극적인 삶의 반전은 하나님께 순종한 신실한 신앙인이 룻 때문이라고 말하
는 것은 다시 한번 단순한 사변적 신정론의 끝없는 논쟁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암울한 한 여인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해피엔딩의 결과는 모압여인 룻
의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오미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이삭을 줍기 위해 밭
으로 나선 장소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머물러
맘껏 이삭을 주어가게 허락하고 물도 마시게 한다. 과부된 힘없는 여인인 룻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상으로부터 호의를 받게 되자 과분한 대접에 고마워 한다. 그러자 보
아스는 그런 룻을 향해,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2:11-12)고 대답한다. 보아스의 말은 그녀에게 베푸는 선의가 아무 이유 없이 이루
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보아스는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모압 여인으로 낯선 땅에 와서 정착한 룻의 이야기가 이미 사람들 사이
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
니며 여호와께 당연히 복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V. 공감적 모델인 자기대상의 역할로의 룻
인간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적
변론이 되거나 고통가운데 있는 대상의 상황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
감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이 공감은 모든 상담기법을 통들어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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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개념중에 하나이다. Kohut은 이 공감은 “타인에게 존재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
(the recognition of the self in the other),” “타인의 내적 삶 속에 들어가 느끼고 생각
할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think and feel onself into the inner life of another
person)” 등으로 표현했다.29) 특별히 자기와 자기 대상과의 사이의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한 자기 발달은 자기대상과의 관계의 공감적 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
았다.30) 이 자기대상은 유아가 구별된 다른 객체가 아닌 자신의 일부로 경험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31) 자기대상은 건강한 자기 발달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유아가 자
기 안에서 경험하는 타자라고 할 수 있다.32)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들에 대한 자기의 내적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자기를 수용하고 지지
하는 기능(mirroring), 이상화와 융합의 기능(idealized), 그리고 주변과 동질감과 일치
성의 필요를 담당하는 기능(twinship)을 가진다.33)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가 유아의 요
구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자기 대상의 이런 기능들이 잘 충족되었다고 하면 건강
한 응집적 자기(self-chohision)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34) 이 응집적 자기 발달에 있
어서 중요한 요소가 자기대상을 통한 공감이다. 무엇보다 이 자기 대상의 공감적 역할
은 삶의 초기 뿐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 응집적 자기가 한번 형성되었
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35) 또한,
응집적 자기 발달에 있어 중요한 대상은 초기 관계에서는 부모일 수 있지만 이것이
부모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유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36) 이 말은 유아가 자기 대상의 공감적 역할을 해주는 초기 대상
29) Heinz Kohut, “The psychoanalyst in the Community of Scholars,” In p. Ornstern (ed).
The Search for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8), 704-705,
Simone Sunghae Kim, “Reframing the Use of Emphathy in Christian Counseling: With
Gender Analysi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31/1(2020), 129에서 재인용.
30) 홍이화, “한국문화 안에서 목회상담가의 자기대상(selfobject)기능: 하인즈 코헛의 자기심리
학 이론의 한국적 적용,” 62/1(2009), 320.
31) Heinz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 65.
32) 양성진, “응집적 자기를 위한 자기 심리학의 교육적 고찰: 공감적 반응과 변형적 내면화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4(2017), 502.
33) Heinz Kohut, “Selected Problem in Self Psychological Theory(1980),” P. Omstein ed. The
Search for the Self, vol. 4 (Madison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91), 494, 앞의 논
문에서 재인용.
34) 초기 대상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유아가 경험하게 되는 정서는 “수치심
(Shame)”인데 이것은 종종 외부 대상에 대한 분노의 형태로 표현된다. Heinz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267-280; “Thoughts on narcissim and narcissistic rage,”
Psychoanalysit Study of the Child, 27(1972), 373; Peter J. Gorday, “The Self Psychology
of Heinz Hohut: What’s It All About Theologically?,” Pastoral Psychology, 48/6(2000), 452.
35) 홍이화, “한국문화 안에서 목회상담가의 자기대상(selfobject) 기능: 하인즈 코헛의 자기심리
학 이론의 한국적 적용”, 320.
36) 양성진, “응집적 자기를 위한 자기 심리학의 교육적 고찰: 공감적 반응과 변형적 내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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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부모가 부재하거나 그 역할 실패로 응집적 자기를 발달시키지 못했다고 하더
라도, 그 이후 다른 대상들 예를 들어, 교사, 친구, 배우자와 다른 중요한 인물들로부
터 공감적 반응을 얻게 되었다면 응집적 자기 구축의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다는 의
미이다. 자기 대상의 공감적 반응이 내면화는 외부적 좌절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다.37)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애적 문제를 가진 대상의 치료와 응
집적 자기를 위한 자기대상의 공감능력은 타인의 삶속에 들어가 얻어진 통찰을 가지
고 그들을 도우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홍이화는 좀 더 나아가 내담자의 삶속에 들어가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동시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이 기능
의 문화적 영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Kohut이 말하는 공감의 형
태는 서구 의식이 지배하는 문화의 영향아래 발달된 것으로 아시아적 상황을 담아내
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적 의미의 공감의 형태로 “정”을 제시한다. 이 정은 한
국인의 대인관계의 특성이며 서로간의 가까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심리내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잠깐의 만남으로 단순히 발생하는 관계적 형태가 아니라 오랜 시
간을 살아가면서 쌓여가는 외부대상에 대한 감정을 의미한다.38) 한국인은 이 정을 통
해서 서로의 공감적 이해를 교환하며 이것은 자기와 자기대상의 공생적 공감을 가지
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이 없는 공감은 형식적일
수 있고 중립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이것은 공감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정을 내포한 공감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 정서의 하나로 정의 성질을 내포한 공감은 “우리”라는 관계적 상
황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관계는 관계적 자기(self)가 또 다른 관계적 자
기와의 정을 통해서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내가 상대방의 처지와 상
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도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
는 것이다.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이 관계에서 각자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자기
대상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둘의 관계는 더욱더 깊은 정을 확
인하는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39)
룻기의 이야기에서 나오미의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인물인 룻은 결
국 Kohut이 말한 공감의 한국적 정의 관계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같은 민
족으로서의 혈통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지만 이 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가족관계로
만나 험난한 인생의 굴곡을 가족으로써 함께 살아나간다.40) 이 둘의 관계는 남편과

37)
38)
39)
40)

중심으로,” 501.
앞의 논문, 505-06.
홍이화, 327.
앞의 논문,
임정아도 홍이화와 비슷한 관점에서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중 정은 가족관계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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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룻은 서로의 상황을 이겨내야 하
는 가족 관계안에서 정을 통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이 둘은 같은 상처를 나누어 가지
는 여인으로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밖에 없는 자기와 자기대상의 관계 안으로 서로
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헨리 나우웬이 “상처입은 치유자”에서
말하는 관계와 같다. 이것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을 도우려는
일반적인 “나”와 “너”의 분리된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관계는 마주한 대상의 아
픔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려는 것으로 섣불리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기보다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자신의 고통과 상처가 치료의 도구가 되
는 것으로 그 상처를 가지고 나 아닌 다른 대상과 함께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으며 모두가 그 과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인
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고독”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기 때문이다.41) 앞서 언급한 성경구절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
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룻은 나오미의 관계안에서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룻
의 그런 행동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신학
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은 상처를 안은 한 여성이 상처 입은
다른 여성을 진실하게 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살아가는 모습만이 존재한다.
혼돈의 시대에 상처입은 이웃을 생각하는 참된 돌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
려고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룻기가 자리한 게 아닌가 의심해 본다. 타자와 나를
가르고, 다른 신념,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이 가진 아픔을 같은 마음으로 안고
위로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져본다. 나오미가 경험하는 삶의 반전은 그녀 인생
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주거나 원인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나오미는 벌써 그녀 스스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
떻게 전개가 될지를 알고 있었다.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렇지 않던 그녀는 그 이상을
볼 수 없었다. 그녀의 환경에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그
녀에게 룻의 반응은 단순히 나오미 곁에 머물러 그녀와 동행하는 것이었다. 섣부른 위
로나 충고가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여인의 삶으로 그 아픔을 나누고 나오미가 가는
방향을 같이 바라보며 걸어가는 “정”으로 얽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룻의 정을 통
탕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녀는 건강한 자기와 병적인 자기같이 “건강한 정”과 “병
적인 정”이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 건강한 정은 “따뜻하고,부드럽고, 깊고, 두터운”것으로 표
현되는 반면, 병적인 정은 “질기고, 끈적거리고, 더러운” 것이다. 건강한 정과 병적인 정을
키워내는 것은 Kohut이 말하고 있는 자기대상의 공감적 역할과 유사해 보인다. 임정아, “‘아
마에(甘え)’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情)’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연구,” 「신학과 실천」
68(2020), 373-376.
41) 헨리 나우웬/이봉우 옮김, 『상처입은 치유자』 (서울: 분도출판사, 199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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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적 자기대상으로써의 반응을 통해 나오미가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를 얻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홍이화가 말하는 정으로 엮어
진 룻은 나오미가 현실을 이겨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대상의 역할
적 공감을 통해 충분히 실현해 내고 있다. Jean Vanier는 이런 관계를 “마음”(heart)이
라는 개념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마음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을 단순히 기능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계적 대상이 아니라 “같이 만나며, 느끼고, 기뻐해야 할” 존재로
보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은 타인과 내가 서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동질감을 느
끼게 되는 장소이다.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소이다.42) 나
오미의 곁에 머물고 떠나기를 거부했던 룻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관계 없이 정을
통해 이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룻의 정을 통한 자기대상으로의 역할이 나오미에게 일으킨 변화를 보는 것은 더
욱 흥미롭다. 왜냐하면 신학적 해석을 통해 저주라고 바라보았던 자신의 삶을 다른 방
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변화는 암울
해 보이는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
이다. 2장에서 전개되는 나오미와 모압여인 룻의 정착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적이
다. 당시 이방사람, 특히나 모압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에서 비교해 보면
보아스의 선대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경제적 안정을 찾아 지역간
의 이동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이동이 항상 환대받
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먹을 것과 경제적 안정을 찾아 유입되는 “외부인
들”(outsiders)은 결국 잠재적 경쟁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대처럼 이민자법이
엄격했다면 그 중 모압 사람들은 특별히 환영받지 못한 대상들이었을 것이다.43) 그런
상황에서 이방여인 룻에 대한 보아스의 적극적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룻기 저자의 의
도가 이방 사람들을 기꺼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적 진술
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보아스의 이런 행동이 나오미와 동행한 룻의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해석하는 신
학적 시각이 변화를 보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보아스는
룻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먹게 해 주었고 곡식을 주울 때 그녀를 위해 일부러 곡
식다발을 뽑아서 더 많이 줍게 배려한다. 집에 돌아온 룻이 가져온 곡식을 보고 나오
미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42) Jean Vanier, Becoming Human (Toronto: House of Anansi Press Inc, 2003), 85-87.
Vanier가 말하는 “마음”은 물리적인 것이 아닌 그것의 추상적 개념의 것을 의미한다.
43) Kathleen A. Robertson Farmer, “The Book of Ruth: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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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2:19)라고 말한다. 그녀가 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보
아스의 행동이 순수한 그의 선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잊
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인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구절의 영어버전인
NIV는 그런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지우고 보아스의 행동이 나오미와 룻을 기억한 하
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기 위해 “주”(Lord)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있다. 이 단어의 삽
입은 NIV의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선대를 나오미가 하나님
의 돌보심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44)
나오미는 모압지방을 떠나 고향에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그녀의 운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징벌의 결과라고 믿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신학적 해석이었다. 그러나 룻
을 만난 보아스는 다른 신학적 해석을 전한다. 그것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처한 현실이
결코 하나님이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며 그녀가 앞으로 처할 미래적 운명을 예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룻과 새롭게 정착한 유대 땅에서의 삶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국 암울할 것이라는 그녀의 신학적 해석은 틀렸다는 것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다. 이 결정적 만남과 타인이었던 보아스의 친절은 결국 나오미를 떠나기 거절하고
같이 머물렀던 룻의 선행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선한 자기대상의 역할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가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정을 통한 룻
의 자기대상의 역할이 가져온 결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전환점이되는 사건
이고 위기가 성장의 역동이 되는 사건이다. Donald Capps은 목회상담가가 상담현장에
서 내담자를 대할 때 “희망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희망은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다.45) 이 희
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며46) 이런 행위를 통해 그 일
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47) 결국 이런 행위들의 긍정적인 면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그 상황을 이겨 나갈 힘을 주고 변화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
게 한다는 데 있다.48)
밭에서 돌아온 룻에게 보아스와 만난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보인 행동은 정확
히 희망의 메시지를 경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룻이 그의 아내가 되는 사건은 나오미의 구체적인 계획의 결과였다. 룻
에게 베풀어진 보아스의 친절을 확인하고 나오미는 그녀에게 그의 밭에서 떠나지 말
44) 앞의 책, 920.
45) Donald Capps, Agents of Hope: A Pastoral Psych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5), 51.
46) 앞의 책, 59-60.
47) 앞의 책, 71.
48) 앞의 책, 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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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머물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녀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둘이 부부로써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실
행에 옮기도록 룻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오미의 성격이 그렇게 조직적이
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그녀가 고향으로 돌
아올 때를 기억해 본다면 이런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고향에 유력한 친
족인 보아스의 존재에 대한 기억도 부재한 것으로 보이고 룻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진행될 거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런 일들에 대한 기
대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자신과 동행하겠다는 룻을 떠나가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 말
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향에 돌아갈 결심을 할 당시 나오미는 자신의 미래에 대
해 절망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무것도 희망적이지 않은 그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 현
실을 받아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녀의 태도가 보아스를 통해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래를 꿈꾸어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녀의 현실에 미래적 희망을 주
는 대상으로 보아스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보아스가 보여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 원하노라”라는 메시지는 그녀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희망의 메시
지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그녀는 암울하게 자신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사건을 벗
어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 결정적 변화
뒤에는 희망의 대리자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나오미의 자기대상으로써의 룻이 존
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씨와 M씨 같은 대상들을 만날 수 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
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씨와 M씨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던지는
‘이런 일들이 왜 우리한테 일어났나요?’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
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그리고 혹시 그들이 가질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답해야 하는 현실에 우리는 처해 있다. 팬데믹의 상황이 아니어도 다양한 인
간고난의 문제에서 이것들은 목회상담현장에 우리들에게 던져질 수 있는 실제적인 질
문들일 수 있다. 이씨와 M씨 같은 나오미에게 룻은 목회상담학적 대응이 어떠해야 하
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나오미 곁에 머문 룻은 고통당하는 대상과 그 상처를 같
이 안고 함께 머물러 주는 자기대상의 공감적 역할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을 말해 주
고 있다. 환경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
았다. 그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려는 것도 없었고 잘못을 찾아내 비판하려고도 하지 않
았다. 그녀는 단순히 나오미의 곁에 남기를 원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룻에게 나오미
의 아픔이 진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이런 모습이 상처입고 힘들어 하
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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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설명해 주려는 노력은 그 다음의 일이다. 많은 경우
오히려 그런 일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처럼 “코로나는
하나님이 징벌의 목적으로 사용하셨다” 거나 “선교를 방해하는 민족에 대한 징벌”이
라는 말보다는 룻의 공감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 이런 섣부른 대답이 가져오는 부
정적 결과 때문에 박영식은 논문 말미에 말하기를 “침묵의 신정론”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에게 침묵은 하나님의 신비와 같은 것이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섣부른 답
을 주려고 하기보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이다.49)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의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에게 목회상담학적 대응은 무엇인지 다루어 보았다. 같은 고통을 경험한 세월속에 정
으로 묶인 룻의 자기대상의 공감적 역할이 나오미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사건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목회상담 현장에서 갑
작스러운 상실의 경험을 당한 대상에게 희망의 전달자로써 상담자의 역할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비관적이고 정죄하는 말이 아닌 나은 미래를 보게 하는 희망의 통
로로 서야 한다는 의미다. David K.Switzer는 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때이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써 목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말하
고 있다.50) 룻을 통해 알게 된 보아스가 그 통로의 의미를 알게 한다.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신학적 해석으로 자기 인생의 우울한 결말을 가진 나오미였다. 하나님이 그녀에
게 적대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이 룻을 통한 보아스의 선한 행동을 통해
바뀌어 갔다. 절망적 과거의 사건에서 희망적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나우웬은
희망의 의미를 말하면서 치유의 공동체는 “거기서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이 완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자리와 기회가 된다”고 말한다.51)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미래를 결정짓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희망의 사건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룻을 통한
보아스는 나오미로 하여금 그 전환점에 서게 한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씨와 M씨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이씨와 M씨가 교회로부터 듣게
된 그 말들이 과연 그들을 위로하는 힘이 있었을까? 그들은 그런 교회의 반응을 통해
현실을 바로 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기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
49) 박영식, “신정론, 하나님 변론을 넘어서,”22-23.
50) David K. Switzer, Pastoral Care Emergencies (Mineapolis: Fortess, 2000), 33~34
51) 헨리 나우웬/이봉우 옮김, 『상처입은 치유자』,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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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룻과 같이 정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대상으로의 공감의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일
것이다. 이 자기대상으로의 역할을 하는 우리는 모두 그런 고통에 노출되어 있으며 누
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함께 하는 것이다. 아들과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별
반 다르지 않은 똑같이 남편을 잃은 룻과 같이 말이다. 상처입은 자로 그곳에 함께 머
물러 주는 정으로 엮어진 자기 대상으로써의 공감적 역할을 수행하는 목회상담의 기
능을 말한다.
본 연구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목회상담학적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고 Kohut의
관점에서 성경적 모델로 룻의 이야기를 조명해 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
나 구체적 상황과 그에 따른 접근접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유
는 아직 우리는 팬데믹의 한 가운데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관련된 연구 결과가 더 쌓이고 논의가 진전된다면 각 상황에 따른 좀 더
세분화 된 접근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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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팬데믹과 목회상담학적 대응”에 대한 논찬

이 세 형 박사
(협성대학교)

현대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을 통과하면서 목회상담학적으로 어떻
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다. 이 점에서 논
문 집필자의 문제의식은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이 논문에는 팬데믹 상황과 관련된 구
체적인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신학적 이해와 구태 의연한 코헛의 이야기 그
리고 이씨와 M씨의 사례는 팬데믹과는 거리가 있다. 팬데믹을 제목으로 걸어 놓고 일
반적 수준의 신학(신정론+구약주석+헨리 나우원의 비롯한 영성적 메시지)과 상식적인
코헛의 내용을 종합하여 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논문이 끝을 맺고 있다. 논
문을 읽고 난 다음 논찬자는 ‘왜 이 논문을 썼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일어났다.
논문의 제목을 보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고, 그 사례에 대한 나름의 일관된 분
석이 있기를 기대했다. 임상에서 얻은 경험으로 기존의 이론을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
운 해석의 여로를 제시하기를 기대했다. 팬데믹이라는 제목에서 이런 기대는 더 컸다.
그런데 신학 조금, 코핫 조금, 일반적인 상식 조금 덧붙여서 목회상담 논문으로 완성
하는 이 일은 오늘 교회가 시대에 건강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논문 저자의 교회에
대한 평가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논찬자로서 떠오르는 대로 몇 가지 질문 및 제시를 하고자 한다.
1. 논문 저자는 홍이화의 “코헛이 말하는 공감이 서구의식이 지배하는 문화의 영
향아래 발달된 것으로 아시아적 상황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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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감의 형태로 “정”을 제시“한다. 이 한국적 “정”의 개념을 사용하려면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탐구하여 사용했어야 했다. “정이 없는 공감”이란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2. 조금 색다른 생각일지 모르지만 룻 말고 다른 며느리 오르바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남편을 잃고 떠나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난 오르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 혹은 시어머니를 지키고 함께
있어 주는 선택을 하였다면, 오르바는 현실적이고 독립적이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룻
은 한사코 남았고, 오르바는 자유로이 떠났다. 남은 자에 대한 해석과 함께 떠난 자에
대한 비교 해석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애도의 관점에서, 또한 코헛의 미숙한 자기애
에서 성숙한 자기애로의 인생의 발달적 맥락에서, 남은 자와 떠난 자에 대한 비교 분
석을 제안해 보고 싶다. 룻과 오르바는 지근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어떤 방식으
로 애도의 과정을 거쳤을까? 어떻게 변형적 내재화를 거쳐 성숙한 자기애를 이루었을
까?
3. 룻기의 전체 그림 안에서 룻 못지않게 룻과 나오미 둘 다에게 보아스는 공감
적 자기대상의 기능을 한 인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룻2장8-16) 보아
스는 밭의 주인으로 나오미와 룻에게 안식과 은혜의 공급자이고 필요의 충족자이다.
(룻3장6-13) 보아스는 율례를 준행하면서도 사랑으로 룻을 지켜냈고(룻3:12-14) 하나
님을 자랑했다. 보아스는 룻을 칭찬하며 친절을 베풀었고, 덕을 지닌 여자로 높이 평
가하였으며, 이방여인으로 과부였지만 시모을 지켜내는 그 수고로움에 대해 인정을 해
주는, 즉 룻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보아스를 공감적 자기 대상으로 볼 경우는 또 다
른 여러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다.
4. 롯-나오미 구조에 대한 성서 비평적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 구조
에 대해 코헛의 이론에서 분석적 해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성서에 쓰여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심리 상담 혹은 심층심리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
이고 해석할 수 있는지...그럴 때 심리상담학자가 성서를 창조적으로 책임있게 읽어내
는 것 아닐까?
5. 팬데믹 상황은 지구적 외상 사건이다. 거대한 재앙적 외부 현실 속에서 자기애
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겪는 이슈를 상담 사례로 삼았더라면 코헛의 자기애적
성격자를 치료하는 이론이 코헛의 시대적 삶의 자리와 달라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
용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경우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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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정론을 논함에 있어서 중세 말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과 같은 지구적인 바
이러스의 침투 상황에서 전개된 하나님 이해를 들고 나왔더라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
만 같은 문제를 직면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과 악의 문제를 해석하며 대처 했는지
큰 비교가 되었을 것이다.
7. 굳이 성경에서 인물을 찾아야 했다면 팬더믹 상황이 몰고 온 어떤 특정 사례
와 맞는 성경 인물을 연결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예컨대 문둥병에 걸린 환자라든
지...사회적인 구조와 맞물린 환자들이 겪었을 심리 내적 세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
었다면, 현실의 팬데믹 상황과 같은 범주와 맥락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이 든다. 범주와 맥락에 논리성과 정합성이 있어야 글에 신경이 돌고 생명이 돈다. 논
문 저자가 주인이 된 논문을 써보라고 권하고 싶다.
8.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논문을 완성해준 논문 저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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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팬데믹과 목회상담학적 대응”에 대한 논찬

여 한 구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학)

김해영 박사의 ““팬데믹과 목회상담학적 대응”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팬데믹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목회상담적 대응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김 박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일부
혼란과 갈등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Kohut의 공감적 반응과 성경의 나오미와 룻
의 이야기를 통해 목회상담의 공감적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고난받는 한국의 이씨와 외국의 M의 고통을 소개하며, 목회상담에서 인간의 고
난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김박
사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 목회상담의 실천적 과제로 공감적 모
델에 대해 성경의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나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목회상담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김 박사는 공감적 모델로 자기대상의 역할로 룻을 들고 있다. 초기 대상
인 부모와 중요한 대상의 공감적 반응으로 응집적 자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의
미에서 공감 능력은 외부의 좌절과 고통을 극복할 동력이 된다고 한다. 또한 한국적
정서의 ‘정’을 통해 서로 간의 가까움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나오미와 룻을 연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통의 경감과 공감을 통해 목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박사의 논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목회적 돌봄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과제로 적절해 보인다. 나아가 목회자나 상담사뿐 아니라 일반
교인이나 비종교인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핵심적 원리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김 박사의 연구주제는 나의 학위 주제인 룻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설레는 마
음을 가지면서도, 그렇기에 혹여나 가질 수 있는 편견을 버리고, 배우는 마음으로 글
을 접하게 되었다. 먼저 글을 읽은 책임으로 김 박사의 연구가 제한된 지면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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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하려고 한다.
질문 1. 룻과 나오미의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룻기의 이야기에서 나오미의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인물인 룻은 결국
Kohut이 말한 공감의 한국적 정의 관계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같은 민
족으로서의 혈통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지만 이 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가족관계
로 만나 험난한 인생의 굴곡을 가족으로써 함께 살아나간다.

김 박사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 나오미 인생의 극적 변화는 룻이 만들어 낸
공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둘의 관계를 한국적 ‘정’의 관계로 보는데, 이 관계
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의 혼란이나 이중성에 대한 혼돈이 생길 수 있다. 대조되는
관계에서 룻과 오르바의 서로 다른 행보에서부터 혼란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다른
억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룻의 이야기는 신정론 입장에서만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고부 관계, 다문화 상담 등 다양한 대상과 환경
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현
대적 이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마치 아바타처럼 일방적 지배 관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순종이라는 관점에서는 최상의 순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인식
의 수준에서는 룻은 나오미의 꼭두각시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 가족의 특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 즉 분리개별화의 어려움이 그려진다.
질문 2. 룻과 나오미의 공감 관계가 (목회)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관계는 마주한 대상의 아픔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려는 것으로 섣불리 그 상
처를 치료하려고 하기보다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자신의
고통과 상처가 치료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그 상처를 가지고 나 아닌 다른 대상과
함께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김 박사는 헨리 나우엔의 상처입은 치유자를 예로 들고 있으며, 공감의 관계 형
성이 치료적 도구가 된다고 한다. 자신의 상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치료적 공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통찰로 보인다. 하지만 룻의 소극적 역할에서 나타난 혼란이
있는데, 상호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룻과 나오미의 공감관계가 치유적 관계로 발
전하기 위한 핵심이나 관계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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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연구의 결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 목회상담적
접근이 현재의 팬데믹 상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해 보인다.
팬데믹 상황을 김 박사는 고난의 상황이나 고난에 있는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본질적인 혼란이나 갈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 팬데믹에 대해 둔감해진 일상에서의 경험이 상담, 목회상담, 그리고 목회적
돌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전개와 논의가 이루어지면 현장 임
상가들과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와 예배와 선교 활동에서의 제약, 그리고 이단시 되는
기관과 유사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들에 대한 자기 인식과 방향
에 대한 철학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김 박사의 좋은 통찰과 함께 이런 논의를
통해 한국교회가 겪는 혼란, 특히 신앙적, 신학적,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의 혼란을
이해하고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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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팬데믹과 목회상담학적 대응”에 대한 논찬

이 민 형 박사
(연세대학교 / 실천신학 / 전도학․문화신학)

본 논문은 예상치 못한 펜데믹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
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회, 혹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지
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연구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
에 대해 때로는 너무나 단편적인 신학적 해석을 내림으로 해서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
리거나 개인의 고통을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는 했다. 저자는 이러한 기독교의 움
직임에서 문제점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대응하는 목회상담학적 움직임으로 Heinz
Kohut의 자기대상의 긍정적 자기 공감 모형 이론에 근거하여 구약성경의 나오미와 룻
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목회상담의 공감적 모델을 제시한다.
1. 요약
먼저 저자는 자신의 상담 경험을 근거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교회
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는 여
타 종교와 같이 인간이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나름의 답
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여러 고통들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기독교의 대답은 대부분 “권선징악”과 “인
과응보”의 논리를 따라왔으며, 이는 지나친 환원주의적 접근이며 관념적인 이해에 불
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모델은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이는 인간의 고통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고통의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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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따라서 저자는 구약성경 룻기에 기록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근거로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회상담학적 접근의 신학적 타당성을 제시한다. 먼저 나오미
의 상황을 서술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좌절한 상황을 그녀 자
신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하는 모습을 지목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고착된 단편적인 고난 이해이며, 오늘날에도 교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
어나고 있는 왜곡된 신정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착화된 기독교의 폐해로 인해 고통
스러워하는 이를 어루만지는 사람은 모압 여인 룻이다. 그녀는 나오미와 같은 혈족도
아니고,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도 아니지만, 삶의 굴곡진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
는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킨다. 그런 그녀의 동행은 보아스와의 재혼을 통해 다윗왕
의 혈통을 이어줄 자손을 낳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룻기의 행복한 결말은 결코 단편적
인 신정론적 결말, 즉 “하나님을 믿으니 복을 받았다”가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신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지만, 자신의 시어머니가 당면한 고통에 동참하고, 그녀를 돌
보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만하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룻의 행실을 “공감”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다. 그는 Kohut의 이론
을 들어 공감을 “타인의 내적 삶 속에 들어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
명한 후, 자기대상과의 공감이야 말로 자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기대상의 공감적 반응은 내담자, 혹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외부로부터 오
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홍이화의 이론을 덧
붙여 공감에 있어 문화적 배경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상담학적 개념인 공감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인은 정을 통해서”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서로가 서
로에게 자기대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더욱 더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룻기가 유대인들의 고통과 혼란의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와 사
무엘서의 중간에 위치한 이유를 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
함일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이는 룻기의 이야기가 단순히 고난에 처한 한
인간 (나오미)과 공감적 관계를 맺은 사람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신앙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 뿐 아니라, 지난한 폭력과 압제의 시간을 견디는 유대인들이 서로
에게서 의지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감을 종용하는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자기대상의 공감적 역할은 개인의 치유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회적,
역사적 고통의 순간에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징벌적 신앙에서 벗어나 서로를 위로
할 수 있는 공동체적 치유를 가능하게 하기에 펜데믹의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주장으로 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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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한다.
2. 평가와 질문
그동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글을 통해 펜데믹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실용적인 대책을 제안하는 많은 의견들을 보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고
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접할 기회가
적었던 것 같다. 아마도 징벌적 신정론이나 불가지론을 펼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
통 받는 인구의 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돌보기보다는 교
회의 대처를 먼저 강구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상처에 대한 글을 찾
아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 “펜데믹과 목회상담적 대응”은 교회
와 신학교, 그리고 여러 기독교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나 공감, 자기대상, 정과 같은 목회 상담적 개념에 대한 재고가 작금의 상황
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역설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거대한 고
난이 닥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이기심을 발동
시켜 자신만을 위한 태도를 보이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이라는 존재에 (긍정적으
로 혹은 부정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자세가 아무도 예
측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염의 두
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인 방역 지침
을 준수하고, 타인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한 움직임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1년 여 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본 연구는 이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더한다. 그간의 우리의 움직임이 아무
리 타인을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형식적인 면을 넘어서지 못한 부분이 있
었다면, 저자는 그 너머를 종용하고 있다. 적극적인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의지할 수 있
도록 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대상이 되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야 말
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기독교의 정신이자 “인간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의 주장
처럼 섣부른 해석에 근거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다 주변의 한 사람과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펜데믹에 지친 오늘의 한국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바, 글을 읽고 정리하며 갖게 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향후 논문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한다. 목회상담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생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질문의 쟁점은 결국 본 논
문에서 다루고 있는 “공감”의 영향력이 개인과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도 작용할 수 있
는가이다. 펜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전염병은 룻과 나오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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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던 개인의 고통과는 문제의 시발점부터 규모까지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치유에서 공감이 크게 작
용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펜데믹의 고통이 개인의 치유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목회상담학적 관점에서의 답변을 듣고 싶다.
펜데믹이 야기한 고통은 단순히 내면의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나 전염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층, 그리고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해 살길이 막막해 진 서민들
과 삶의 대부분을 포기해야하는 학생들, 재택근무로 인해 불화가 깊어지는 가정과 일
과 육아 모두를 해내야만 하는 많은 부모들, 이들의 고통 앞에 과연 누가 공감의 시작
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께서 언급하신 상처 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에 깊이 공감하
는 바이지만, 위에 나열한 대로 고통의 범위가 일정 정도를 벗어난 환경에서도 그 개
념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 블루”라 불리는 우울증상이 사회
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기사가 떠올랐다. 어찌보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이들
이야말로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일 수 있다. 쟁점은 과연 공감이라
는 상담학적 개념이 펜데믹이 야기한 우울증의 다층적인 원인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
할까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블루를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경우, 삶의
형태가 제한적이라는 데에서 오는 우울감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고, 위축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취업이 쉽지 않으며, 아이가 있는 경우 육아의
피로까지 겹쳐 복합적인 우울증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공감을 통한 펜데믹 상황에의
목회상담학적 접근이 무조건적인 상황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다면 그 역시 신정론과 같은 이상론
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감의 실천을 종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어떠
한 사회적 변화를 통한 고통에서의 해방이 동반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부족한 논찬의 글이지만 향후 코로나19의 상황에서의 회복을 위해 쓰일 귀한 옥
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회를 주신 김해영 박사님께 감사를 드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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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발표
다문화 예큐메니즘 현상이 한국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목회상담적 실천방안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송 준 용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

I. 들어가는 말
2019년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인류역사 이래로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음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은 유기체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
간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건이다. 오늘날 사회는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 여러나라의 영
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관계들이 갈등
상황과 혐오 등 관계 위기 문제로 발전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
민과 폭넓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다
문화 다종교로 인한 인류의 갈등과 국가간 또는 한 국가내에서 경험하는 관계 위기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빠른 변화의 물결을 직면
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단일 민족 국가임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작금의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다민족 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 이주자의 유입과 국내 노동자 부족 사
태 해결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그리고 국제 무역의 활성화로 인한 외국인 거
주자의 증가와 탈북자들의 유입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외국인의 유입은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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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시에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1) 그리고 사회 안에
서 다문화 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없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 이에 따라 외국인 거주자의 급속한 유입 증가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
는 논쟁은 더 이상 낯설거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2019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 총 인
구는 5,184만 9천명이며, 외국인 유입에 따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수는 236만
7,607명이며, 2020년 현재 체류외국인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의
이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이민자수는 현재 10억 명에 이르고 이는 지구상에 살고 있
는 사람의 7명중 1명이 이주자로 여겨지는 바, 이제 사람들이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것
은 21세기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갈등은 미국 사회 안에서 이민자 1세대와 1,5세대 그리고
2세대들이 사회 안에서 글로컬화3)된 문화 가운데 갈등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
다. 미국 사회에서 문화 안에서 계층 간의 갈등, 인종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 안의 부
조리와 비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충동적인 약탈과 방화, 그리고 총기 사건과 같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스컴에 보고되어 세계인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한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은 국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존재하
는 계층적인 다름, 인종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인식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데
에서 오는 갈등과 분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국가들의 다문화
적 상황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비단 미국의 상황과 다름이 없다. 다문화 사회의 경험이 비교적
적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제결혼가정 등의 소수 다문화 그룹들은 일상생활에서 차
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을 가진 사
람들이 만난 다문화 가정은 부부갈등, 자녀 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1) 이남철, 이민자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열린 사회통합 정책을 펼쳐야, 피플투데이, 2018.07.16.
기사 http://www.epeopletoday.com/news/articleView.html?jdxno=13010.
2)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한 국가 안에서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없애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한 나라 안에서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로서 어떤 사회 안에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한 사회나
한 국가 안에서 복수의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발아들이고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지를 존
중한다는 것이다. 문화다원주의(culturalpluralism)는 일종의 동화주의 입장에서 “다양한 소
수의 문화를 주류 문화 속에 통합시키려는 경향으로, 새로운 국가에서 권한을 취득함과 동
시에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서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 한
국학술정보㈜, 2011), pp.16-17.
3) 글로컬(Glocal)은 세계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을 말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다.
즉 글로컬화 했다는 것은 한 지역 안에 다인종, 다국가, 다문화가 혼용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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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들은 인종적으로 다른 부모와의 문화적 갈등은 물론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신체적, 심
리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부적응 문제는 일반 청소년들이 겪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4)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
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의 어려움을 갖게 되어 여러 가지 정서‧ 행동 상의 문제
들이 나타나고 있다.5)
또한 다문화가정 내에서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비인간적인 대우, 사회적 편견과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 정체
성 혼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이에 따른 한국사회의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다각도
의 노력을 요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2018년 대한민국 정부 부처 가운데 여성
가족부에서는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새롭게 발표하며 향후 5년간(2018
∼2022) 다문화 가족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심 내용을 보면 정부는 한국 사회
가 다문화 사회로의 도입기, 성장기를 지나 정착기를 맞이했다고 보고, 이제는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비전 방향으로 삼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에 필자는 이제 한국교회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인
식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싶다.7)
만약 이러한 변화에 준비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문화 사역은 한국교회 사역의 중요한 축이요 핵심이 되어
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지원책을 논의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국가
간에, 사회 안에, 가정 안에, 청소년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국가가 하지만 정책적 논의나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사회적 맥
락에 따라 변화하는 모멘트(moment)라고 본다. 다문화 주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
고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심각한 갈등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에 정책적인 핵심이슈로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한상철, 이수연, 임순,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서울: 정민사, 2012). p.128.
5) 한숙자,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전략의 모색”, 복음과 상담, 제17권, (서울: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2011), pp.9-43.
6) 양승민, “한국적 다문화 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 이민 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pp.214-233.
7) 전자배,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용 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교육, 제11집 제3호, (서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8),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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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교회가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일들이 목
회상담사역을 통해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다문화 시대의 도래는 필연
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갈등관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8) 그렇다면 갈등과 배제, 분열
과 다툼이 양산되고 있는 사회 가운데에서 화해, 연대,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목회상
담적 접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I.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접근
1.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다문화에 대한 개념과 다문화에 대한 담론은 상당히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라는 명사는 인간 사회의 다양성과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퍼티 로버트(Petit Robert) 사전은 다문화를 간단하게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9)
다문화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계 흑인, 아시아인 등 그 인
종과 계층은 다양하다. 또한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모국의 문화와 일하고 있
는 기업의 문화 그리고 일하는 지역의 문화 등 삼중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뿐 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같은 국적의 사람들끼리 결혼한 가정, 국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한 가정 등 그 경향도 다양하다.그래서 이들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가치관과 문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가정으로 살아간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
라고 부른다.10)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하나의 정의는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다. 외모나
겉모습, 성별이나 출신국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
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바로 ‘다문화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11) 또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그 철학적 기반·정의·정책 등에 대한 합의도 존
8) 조귀삼, 다문화 에큐메니즘 현상에 따른 문화충돌과 사회통합 도구로서 한국교회의 역할, p.79.
9) Matiniello, Sortir des ghettoe culturels,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역 (서울: 한울, 2008), p.88.
10)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 있다, (서울: 원앤원북스, 2009), p.33.
11) 총회국내선교부, 다문화사회에서 성경읽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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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다. 다문화주의는 좁은 의미에서 이주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
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이나 ‘이주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나타
난 현상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철학자 테일러(Tayler)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집
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승인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로 정의하였다.12) 다문화에 대한 개념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다문
화 목회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며, 목회상담 사역에 있어서 다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측
면과 신학적인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다.

2. 다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
성경은 인종간의 민족 간의 차별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그 동등성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잇다. 즉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들이 한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이
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한 아담의 후손임을 말하고 있다.13)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문화 공동체를 이룩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
고 다양한 여러 민족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에굽에서 게르는 나
그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이해하면서 자신들
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있다.14) 이방인들은 힘도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다. 레위기 19장 10절, 33절 그리고 34절은 이방인들이 억압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네 자신처럼 대해
야 되며, 그들도 이집트에서 지낸 시절을 기억하라는 그들을 평등하게 한 인간으로 보
라는 것이다.15) 구약성서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다양한 인종이 다양
한 문화로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나라인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구속사에서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문화로 어우러져 하
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
나님의 언약백성의 구성원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열방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한 가족
으로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
체성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포용과 통합의 길로 걸어 가도록 인도하셨다.16) 성령께서
12) 한경구,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 다문화사회의 이해, (경기: 동녘, 2008), pp.89-91.
13) 이승구, 다문화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적 다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시도, 국제신
학 제5권, (서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3), p.153.
14) 강인숙, “다문화 선교를 위한 공동체 돌봄에 관한 기독교 상담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부산: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9), pp.22-23.
15) J.E. Harteley, Leviticu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2),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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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하여 권능을 부여한 오순절은 인류 역사 끝에 이루어질 거룩한 다단어,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땅에서 가시화된 하나님 나라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성령의 사역이 나타난다.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들, 소
외된 자들, 이방인들을 배제하지 않고 돌봄의 대상으로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 문화 가운데 오셨고, 당신의 삶과 가르침으로 잃어버린 자
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 가르침의 핵심
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랑과 돌봄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3. 다문화에 대한 신학적 접근
레슬리 뉴 비긴(Lessile Newbigin)은 그의 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에서 선교의 시작은 우리의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재의 현존, 곧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데 있다고 하였다.17) 또
한 그는 선교는 선교사나 선교단체 혹은 교회의 전략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전능하신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다.18)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도 말하기를 선교는 본질 상 우리 인간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에서 유래한다고 하면서 선교의 근본적인 출발은 인간을 향한 구
속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했다. 즉 삼
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선교가 있고 그 사랑의 범위 안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된다는 것이다.19) 여기서 우리는 다문화 사역도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의 등장으로 이러한 견해는 바뀌기 시작했다. 세상을 부정
적으로 바라보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장벽을 없애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의 초점이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 진

16) 정현곤,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 연구: 다중적인 정체성을 품는 신적 포용을 중심
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5), p.92
17) Lesslie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tans by
홍병룡 (Seoul: IVP, 2007), p.228.
18) L. Newbigin, The Open Secret: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1995), p.64.
19)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변화하고 있는 선교, trans by 김병길, 장훈태
(Seoul: CLC, 2010),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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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출발점이자 현장이 되었다. 아
울러 선교의 관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즉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샬롬
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20) 이에
따라 에큐메니칼 신학의 영향하에서 선교의 개념은 그 폭이 크게 확장되어 세상을 변
화시키는 모든 활동이 선교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다문화 사역을 전개 시
키기 위한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본다.

III. 다문화 에큐메니칼 현상과 다문화 정책
1. 다문화 에큐메니칼 현상의 영향
우리 사회가 점차 다 인종, 다 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쓰나미 현상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 살
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다문화 에큐메니칼 현상이다. 사회적 흐름가운데 다문화 사역
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에큐메니칼 신학의 영향하에 교회는 사람의 이
웃이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모토를 가지고 사회에 대한 담장의 문을 열게 되었다.
또한 포괄적인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을 통해서 인종과 문화, 사회제도와 생
활 방식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고, 종족, 성, 나
이, 문화, 혹은 피부색으로 인한 분열을 극복하고 치유를 제공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열린 마음과 대화, 관용의 자세, 평화로운 공존, 상호 돌
봄, 사회정의와 자유와 인권수호의 기치를 높이게 되었다.21)
하지만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로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정
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는 점이다22). 에큐메니칼 정신의 중심이 그리
20) Jacques Matthey, “Missiology 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Ecumenical Missiology,
ed. Lalsangkima Pachuau (Bangalore, India: The United Theological College, 2002), p.75.
21) 정현곤, Ibid, pp.154-163.
22) 앤드류 F.월즈는 에큐메니칼 신학의 영향하에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경계선이 사라진 실례
를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중심가 형상을 예로 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주요 도로가
시작되는 코너에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훈련 받았던 대학교가 있는데 벽에는 자랑스럽게 신
학자들을 기념하는 명판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이제 ‘바벨론-최고의 밤을
경험하세요’라는 간판이 버젓이 붙어있다. 이제 이 벽에는 나이트클럽, 술집, 음식점, 가게 같
은 용도로 사용되어 바뀌고 있다. - 앤드류 F. 윌즈, “기독교 선교 500년(Christian Mission
in a Five Hundred Year Context), 장로회 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역”, 『선교와 신학』
제25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pp.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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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안에서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혼합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종교다원주의 현상을 들 수 있다.23)
둘째로 에큐메니칼 신학의 영향 하에 이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에큐메니
칼 신학이 현실과 부딪히는 점도 발생했는데 종교 안에서 교리적인 충돌과 분열이 양
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타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안에서 하
나되게 한다고 하는 점이 자신들의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
는 것이라고 하여 종교간의 충돌과 갈등 현상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에큐메니
칼 신학의 영향이 본질을 약화시켰다고 보는 점이다. 기독교 신앙안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성에 근거하여 복음 증거와 회심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약화시켰다고 말한다.
또한 타 종교 입장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다 보니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의 본질
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양산 시켰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에큐메니칼 신학은 다 인종, 다 문화, 다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력도 미쳤던 반면에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양산하였다24). 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다.
과연 사회는 에큐메니칼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 다문화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
었을까?
1) 외국사회에 미친 영향
위르겐 몰트만은 다문화 에큐메니칼 현상과 관련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과 현실 사이의 긴장 속에서, 또한 낯선 이들과의 문화적인 만남 속에서,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된 상황이라고 말한다. 즉 인간 사회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연하게 되는 정치
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외부적인 견해만으로 볼 때에는 다인종・다
민족・다문화가 잘 용해되어 어우러지고 있는 국가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들어가 미국 사회 전반의 현실을 살펴보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사회전반에
빈부격차와 경제적 종속, 인종차별・편견・불평등의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존재
하고 있었다. 그 실례를 살펴보면 사회학자인 Glazzer는 미국의 명문대 입학전형에서
인종별, 지역별 쿼터제인 affirmative action을 예로 들며 실제 미국을 움직이고 중심
부에서 활동하며 노력하는 주류사회의 역차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역설하고 있
다. 실력 위주의 정당한 경쟁이 아닌 배려에 의한 입학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23)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가치를 동일시함에서 시작한다. 이에 따르면 구원의 방법은 다
양하게 된다.
24) 안승오, 에큐메니칼 선교의 선교개념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0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11), pp.36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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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25)
캐나다도 미국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정치적인 중재(brokerage
politics)를 통해서 상호간에 잘 조율하며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사회의 내면으로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캐나다
사회는 연방제를 추구하고 있는 집합적 종족 공동체(Collective ethnic Community)이
기에 단일 민족의 정체성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에는 영국에서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
는 사람들과 프랑스에서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캐
나다 사회 안에서는 이 두 계층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양산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프
랑스계 퀘백인들은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종족적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포괄적 정책을 추구하고 개신교와 성공회 전
통을 있던 영국계 캐나다인들에게는 갈등으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퀘백인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 그리고 흑인대우 등의 현상이 양산되고 있었다.26)
에큐메니칼 신학의 영향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문제에 대해
서 사회의 비 도덕성과 정의의 실존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과 실마
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2)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과거로부터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의식이 유별난 사회였다. 그 실례로 들 수 있는
것이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을 외치며 붉은 티셔츠와 박수소리로 일치된 응원모
습을 보였던 것, 태안 해안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여졌을 때에 사람들이 일치
단결하여 자원봉사의 행렬을 이루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안에는 그
내면에 단일민족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사회 전반 안에서 다양성보다는 복합
성과 통합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Minnesota(Twin City)대학의 Kim교
수 등은 “한국의 교육이 주류와 비주류의 소수 계층으로 분리함으로써 다양성이나 복
합성보다는 소수계층의 동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활동의 주요 목적
이 문화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 그리고 동화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였다.27)
아직도 사회 안에서는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현실은 단일문화권의 범주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
다양한 민족적 특성이 함께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의 예를 들면 결혼이주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새터민 가정,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가정을 포함한다.28) 문화
25)
26)
27)
28)

서종남,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0), pp.106-107.
정현곤,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 연구, pp.154-155.
서종남,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pp.52-54.
한숙자,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전략의 모색,” 복음과 상담 제17권, (서울: 한
국 복음주의 상담학회, 2011), pp.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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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종교적인 면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종래의 단일민족주
의나 순수혈통주의가 고립과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다
문화 가정 내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29)
하지만 에큐메니칼 신학의 영향 하에 사회의 소수 계층에 대한 관심, 약자에 대
한 관심,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상실 문제 등에 대한 지적, 정의사회 구현의 추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시각이 변화하기 시
작했다. 1980년 중반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증가와 1990년대 후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국제결혼의 증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
다.30)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증가로 이어지며 한국사회에서 다문
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다
양성과 개방성의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3) 다문화 청소년에 미친 영향
사회 전반에서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에서 초・
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06년도에 9,389명에서 17년도에 109,387명으로 10년
간 약 11배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증가의 추세와 반비례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외모, 언어, 문
화의 차이로 인해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과 무시가 직접적이거
나 노골적이지 않음에도 이중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문
화 가정 청소년들이 사회 안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
안과 우울, 소외감, 정체성혼란 같은 심리적 문제와 타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 공격성,
분노 표출과 같은 행동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31)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심리적 문제해결 지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문화라는 이유로 차별 받거나 편견을 접했을 때, “나는 다 문화니까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의 다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내적 귀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편견적 태도
를 비판하거나 주변 상황 등의 다른 외적 요인으로 귀인 하여 관점을 전환시키거나

29) 조귀삼, 다문화 에큐메니즘 현상에 따른 문화충돌과 사회통합 도구로서 한국교회의 역할,
pp.77-104.
30) 1960∼197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농
촌 총각의 미혼문제로 이어져 국제 결혼 중개업이 활성화 되고 국제결혼 급증으로 이어지면
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31) 최효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보호요인의 효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
지, 종교생활 및 다문화 교육,”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용인: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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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 안전장치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32)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학교적응에 있어 차별 및 소외 경험이나
왕따 등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들의 심리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심리적 경험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다문화 정책 비교
1) 외국의 다문화 정책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각 나라가 취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이민자의 폭증과 이민자 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됨을 지적하면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역할모델들을 크게
세가지 모델, 즉 동화모델, 다문화 모델, 그리고 차별배제모델로 분류하고 있다.33) 세
계화 및 글로벌화로 진화되어온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국민
국가 모델은 새로운 인종차별과 갈등에 직면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34)
차별적 배제 모델35)은 이민자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노동력으로 활
용하고자 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자국민이 기피하는 3D직종과 같이 특정한 노동시장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자국민과 동등한 복지 수혜를 비롯하여, 국적이나 선거권 부여
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은 제한하는 모형이다. 차별적 배제모델은 다문화적 상황
에 대한 인정과 수용보다는 다문화 이주자들을 추방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주류문화의
기득권 보존과 함께 인종적 편견과 차별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기도 한다.
동화 모델36)은 이민자들에게 자신이 태어난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32) 전자배,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제11권 3호, (서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20), pp.138-139.
33) 조현상,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익
산: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9), p.30.
34) Jung Young-Ae, Jeon Jin-Ho, “한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and Japan” 디지털 융복합 연구(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제11권 제10호, (서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p.134.
35)차별적 배제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를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일본이다. 일본
은 대표적 차별적 배제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경제침체가 계속되던
2009년 초, 일본 정부는 외국인 이주근로자에 대한 정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폐지하고 전자
체류카드를 도입하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실직한 일본계 남미
인 들에게 1인당 30만 엔의 귀국 여비를 지원하는 대신 다시 취업 목적의 재입국을 허가 하
지 않는다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배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36)동화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1960, 1970년대 이후 프랑스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이민자 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프
랑스의 분명한 목표는 동화와 포괄이다. 이것은 완전한 프랑스 시민이 되려면 이민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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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포기하게 하고 대신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의 문화와 언어, 사회적 특성을 그대
로 받아들이게 하여 그들과 차이가 없게 만드는 모형이다. 외국인 정책 초기에는 대부
분 동화를 우선적으로 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동화모델은 결국 다문
화 이주자를 수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조건은 기존의 주류문화에 융합되고 동
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
며 다문화 이주자의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이민자가 자
신들이 태어난 곳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 목표를 주류사회
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두는 것이다.
다문화주의 모델37)에서는 타 문화·타 언어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그간 지녀 왔던 문화와 언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국립학교에서는
이슬람 학생들이 히잡을 두르거나 여타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
이다.
37)미국은 다양한 이민자들의 유입을 통해 국가가 형성된 대표적인 다문화국가 라고 할 수 있
어 일찍부터 다문화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다. 이것을 시대적 흐름과 원칙에 따라 정
리하면 첫째로 원주민 중심주의(nativism)으로 초기에 미국에 건너온 북유럽과 서유럽 이민
자들은 자신을 구 이민자들로, 다른 출신 이민자들은 신 이민자들로 받아들였다. 이는 새로
운 이민자 집단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전제로, 미국은 초기 정착한 구이민자들(원주민)을 위
해 존재해야 함을 강조한다. 극단의 인종차별주의 이념이다. 두 번째는 동화주의 개념이었
다. 즉 주류 사회의 중심적 가치를 이루고 있던 백인 청교도 문화와 새로운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이주민들이 주류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사상
을 미국의 주된 중심적 정체성과 가치로 여기고 그것에 모두가 동화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사회에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1960년대 이후로는 ‘용광로 이론’(melting
pot)으로 대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는 이민자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전의 동화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동화주의는 용광로 이론으로 대치
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백인 청교도 문화(주류문화)가 다른 소수인종문화(비주류문화)를
용해시켜 하위문화로 만들어 지배하였다. 백인 주류 문화에 소수문화가 녹여지는 형태를 취
함에 따라 인종차별에 대한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네번째는, 샐
러드 보울(salad bowl)이론이다. 이는 각각의 이민자 집단들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역할
들을 훼손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실천적 개념이다. 다섯째, 모자이크
(mosaic)이론이다. 이는 미국을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동질성을 유지하
는 모자이크로 보는 견해에서 출발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면 미국사회는 60년대 기존
의 단일 문화모델을 고집하는 동화주의 모델에서 발전하여 차별을 제거하는 통합주의 정책
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인구구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배경을 가진 인력들을 다수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이는 세대를 지나 이민자의 수가 급증한 결과 대도시 지역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나 이민자들을 주류사회 혹은 주류문화에 편입시키는 전통적 방식의
정책적 접근 대신 문화의 통합을 지향하는 ‘간 문화적(intercultual)’ 정책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 집단이 서로 다른 문화구성원 사이의 대인적 상호행위(interpersonale
Interaction)의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적극적으로 주목한 결과이기도 하다. 캐나다는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전
체적 수준에서 통합된 ‘간 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의 이주민과 소수집단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차별화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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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화주의가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보며 소수집단의
문화적·사회적 차이의 잠재력과 정당성을 받아들여 소수집단이 자신의 특수성을 버리
거나 완전한 참여를 제한 받지 않더라도 주류사회에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38)
2) 한국의 다문화 정책
한국의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
터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다문화 정
책은 이후 2007년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법에 의거하여 2008년도에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이 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법무부
소관법률이라는 점만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서임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결혼이주자들로 인해
한국인-외국인 부모를 둔 외국인 자녀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부모를 둔 외국인 자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부모를 둔 외국
인 자녀 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소관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통하여 본
격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을 여성가족부가 총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
족지원정책의 외연과 내용이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게 된 배경에는 이들 결혼
이민자의 증가 및 외국인자녀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39)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를 살펴보면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로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모두가 존중 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둘째,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그리고 셋째,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40)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
고, 경기 지역 중에서도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불리는 안산시의 원곡동과 같이 외국
인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남지역에는 농촌 총각과 결
혼한 이주여성과 이들 자녀들이 많이 분포되고 있어 이주의 동기와 생활 등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지역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
38) Jung Young-Ae, Jeon Jin-Ho, “한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 pp.133-134.
39) 유의정,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다문화 법제,” 『서양사학연구』, 제30집, (서울: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4), pp.217-243.
40)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0년도 시행계획, (서울: 여
성가족부, 2020) pp.3-5.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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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낌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어 나
가는 것이 이들을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는 과정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41)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적 정책으로 이관되어야 효율적이
고 비 소모적인 정책 지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정하기에 앞서 지
역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IV. 다문화 청소년의 부적응 현실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1. 다문화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 학생에 비해 자신의 국적이나 정체성과 관련해 혼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배경 및 속도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례가 드물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교육 정책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된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집
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로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34.1%)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13.4%), ‘외모가 달라서’(4.9%) 순으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다.42) 다 문화 다
인종 사회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혼혈인이 주류사회로부터 격리돼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혼혈인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슬람 청년 폭동과 같
이 ‘문화충돌’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43)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이민 가족의 자녀로 한정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귀화 청소년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중도 입국 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로서 이주 배경을 갖고 일반
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청소년을 말한다. 귀화청소년은
불가피하게 귀화, 한국어에 대한 두려움, 한국에 긍정적 이미지 소유, 한국국적을 취득
한 외국인의 특징이다. 다문화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언어소통의 문제와 상대방 국
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44)
41) 김선미, “한국적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 제50권 4호, (서
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1), pp .171-188.
42)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2006).
43) 중앙일보, 2006년 4월4일자, 사회면 기사. 코시안의 정치 세력화 가능성
https://news.joins.com/article/22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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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은 다문화와 다문화가족, 다문화에 대한 한국형 다문화 모델을 고민하
고 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에 맞춘 정서·심
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45).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
계를 고려하고 비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
하다.

2.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
고 실천해 나아가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
범에 따라 나눔의 사랑, 섬김의 사랑, 봉사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웃
에 대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열악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의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양적, 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
로써 성서적인 정의를 실천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46) 또한 교회는 사도행전 1:8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
증거의 명령을 실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한국교회는 다문화가정을 향한 말씀 선포와 동시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
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4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갈등과 심리상담의 문제해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
상명령은 ‘선교’라는 사실이다. 다문화사회로 가는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다른’것을 ‘틀
린’것으로 ‘차이’를 ‘차별’의 구실로 삼는 것을 내려놓고 한국사회에 유입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포용과 존중의 신
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충실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물로써 살아감으로
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대상으로
목회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48)
목회 돌봄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양육하는 목회적 의사소통과, 환자방문 같은 후
44) 송원일,”귀화청소년을 위한 다문화전문가의 역할”, 「지역사회 다문화전문가의 역할과 사
명」, 2018년 다문화포럼 자료집, (평택: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2018), pp.37-42.
45) 경기도교육청, “함께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2020 다문화교육 추진 계
획」, 자료집, (수원: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0), pp.11-12.
46)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1998), p.34-35.
47) 박진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갈등해소를 위한 교회의 실천 방안,” 「신학과 실천」, 2019,
66호, p.412.
48) 계제광,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교회공동체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2집
(서울: 한국실천신학회, 2016), 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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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교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목회상담의 내담자들은 삶의 변화,
감정적 위기나 이성적 위기, 죄책감, 폭력, 중독 또는 낮은 자존감과 싸우고 있는 사람
들이다. 목회상담은 그런 위기와 중대사에 무척 적합하며, 건강과 성장에 대한 심리학
적 이해 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적 근원까지 아우르는 독특한 형태의 상담이다. 목회
상담의 주요 목표는 증상완화, 문제해결, 그리고 심리적 건강회복이다. 내담자와 목회
상담가의 관계는 아주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목회 상담가가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
면서 해석이나 조언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호협력 관계가 이루어
진다.49) 개인과 가족에 대한 목회자의 돌봄의 사역과 관련해서 목회적 돌봄의 한계를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청소년기 변화의 거센 파도를 헤쳐내도록 젊은 이들을 돌보
는 것은 단순히 이들을 상담하는 것 이상이다. 이것은 점점 증가하는 위기를 맞고 있
는 우리 시대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
에 관여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50)
현대인은 이런 한계상황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삶의 일상과 과정에서 삶의
한계를 경험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체감의 인정과 의사소통의 욕구를 필연적으로 대
두된다. 삶의 위기 앞에서 인간은 위기 극복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교회의 사
명은 그들로 하여금 삶의 목적과 의의와 가치를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
체로서의 삶을 지탱하도록 도와야 한다. 목회상담의 역할에서 그러한 도움이 개인이
더 구체화 될 수 있다. 현대 목회에 있어서 목사의 목회적 역할은 더 많이 상담 적인
관계의 역할이 요구된다.51) 상담의 동기는 인간의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
서의 활동에 있어서 자기역할의 외적이며, 내적인 결핍에서 시작된다. 상담을 통하여
다시금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삶의 책임을 짊어지는 주체로서의 정체감
이 재형성되도록 돕는 것이다.

V. 현실치료적 접근을 통한 공존모델
1.다문화 청소년의 현실치료적 접근
현실치료요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1950∼60년대에 정신과 의사인 William
Glasser(1925∼)에 의해 개발된 상담체계이다.52)이 이론은 현재의 행동이나 사고에 집
49) 게리 W. 문∙데이비드 G. 베너, 『영성지도 심리치료 목회상담 그리고 영혼의 돌봄』, 신현
복 역, (경기: 아침영성지도연구원 2011), pp.317-319.
50) 찰스 V. 거킨, 『목회적돌봄의 개론』, 유영권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4), pp.278-280.
51)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5), pp.17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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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며, 사람들의 행동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책임을 수용할 수 있
는 힘을 얻도록 충분한 인간적 관계를 확립하여 내담자 자신이 행동을 평가하도록 유
도하고,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달성된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내
담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욕구만족을
방해하지 않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현실요법의 주요 이론으로 선택이론에 토대를 두
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 좋은 세계, 비교장소, 전 행동, 지각체계를 다루며 인
간의 기능에 있어서 선택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Glasser는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
을 현실요법 상담의 핵심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책임감의 개념을 강조하고 자기의
행동을 냉철히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그 행동이 바라는 것을 얻
는데 효과가 있었는가를 판단하도록 하여, 세상을 다룰 수 있는 더 나은 방법과 행동
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3)
청소년은 외부 사람들에 의한 외부통제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에
대한 통제가 약하여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는데 취약한 데서 기인할 수 있다.54)
상담이론의 한 가지 유형인 현실치료는 내담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자
신의 삶을 통제하고 문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방식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
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징을 갖는다. 성취동기는 어떤 훌륭한 과업을 달성하
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적
의욕 또는 내적 성향을 말하며, 어려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능
력을 발휘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가능한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를 의
미한다.55)
52) Glasser는 선택이론을 외부통제심리학(external control psychology)과 내부통제심리학
(internal control psychology)으로 구분하였다. 외부통제심리학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나는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 ‘외부자
극이 행동을 결정한다’, ‘내가 내린 결론은 정답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와 같은 믿음이 핵심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연합되어 있는 행동으로 비
판하기, 비난하기, 불평하기, 잔소리하기, 위협하기, 벌주기, 통제하기 위해 보상하기 등이 있
다. 반면, 내부 통제심리학은 개인의 행동을 외부자극의 산물이 아니라 욕구충족, 지각, 사고,
신념, 평가, 행동의 창의적 생성, 행동의 선택 등과 같은 개인 자신의 내적 심리과정으로 행
동으로 지지하기, 격려하기, 경청하기, 수용하기, 신뢰하기, 존중하기, 차이에 대해 협상하기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자신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타인을 통제하기 보다는 타인과 함께 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보다 나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53) 박혜경, 최외선,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
구 제13권 제3호, (서울: 한국미술치료학회 2006), pp.554-555.
54) 고미순, “글래서(Glasser)의 선택이론에 기반 한 청소년용 내-외부통제성 척도 개발 및 타
당화,” 복지상담교육연구(제7권 제1호), (서울: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2018), 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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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er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따뜻한 정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욕구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이라고 한다. 프로이트가 개인의 성적욕구와 공격의 욕구가
사회적, 문화제도적 체제로 인하여 충족되지 못한 데에서 정신의학적 문제가 발생한다
고 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Glasser는 관계와 존경에 대한 욕구가 현실적
(realistic)이고, 책임감(responsible)있게, 그리고 옳은(right) 방법으로 충족되는 길을
알지 못하거나 취하지 않을 때 정신의학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56) 현실치료의
공헌점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문제 행동의 원
인이 내담자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내담자가 스스로 실행 결과를 평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다문화 청소년과 공존모델
1) 공존을 위한 행정의 역할
먼저 공존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살펴보자.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인 하인즈 워드
(Hines Ward)57)가 청와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정부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었고 주요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주요 정책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의 문제점을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정으로 보면서 여섯 가지 주요 정책을 발표
하였다. ① 다문화 가정 자녀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② 대학생 멘토
링 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 선정 ③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1대1 결연을 통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도모 ④ 교원연수 강화(소수자 배려 교육∙한국어(KSL) 교육∙한
국문화 교육) ⑤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 통한 지역단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⑥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 위한 부처 협의 추진 하자58)는 내용이었다.
2) 공존을 위한 학교의 역할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대다수 생활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
55) 박은경, 백지숙, “현실치료를 적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진
로정체감,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제10권 제3호, (서울: 한국 청소년 시설
환경 학회, 2012), pp.67-68.
56) 노안영, 『상담심리학의 이론과실제』, (서울: 학지사, 2018). pp.410-411
57) 하인즈워드(Hines Ward)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로서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흑인
으로, 미국 프로풋볼리그(NFL)챔피언 결정전 슈퍼볼(Super Bawl)에서 그의 팀이 우승함과
동시에 그가 개인 MVP를 차지하면서 미국의 영웅이 된 후, 2006년 4월 2일 방한하였다.
58) 교육인적자원부, 2008.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지원대책”, 서울: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
302&opType=N&boardSeq=7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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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다문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교실에서 실제적인 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다문화 교육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교사들은 스스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 연수 및 준비 제도
적 장치의 부족 등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59)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한 연구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문
화 학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분리를 통해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은 일반학생과
통합된 교실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0)
3) 공존을 위한 선교의 역할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공존을 위한 선교공동체의 모델은 북아일랜드의 코리
밀라 공동체(Corrymeela Community)를 들 수 있다.61) 12세기 영국의 북아일랜드 식
민지 체제는 1921년 독립으로 그 막을 내렸다. 하지만 독립 당시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그대로 복속되기를 희망함에 따라 현재 그곳은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이 지원하는 신교도와 아일랜드의 구교도 간의 정치적 성향,
사회적 활동, 문화적 취향, 종교적 편견, 교육적 선호 등에 따라 철저히 분리되고 일상
적 차별과 심각한 유혈사태 등이 거듭되면서 "유럽 속 제3세계“로 낙인 되었을 정도
이다. 크리밀라 공동체 운동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기독교 정신으로 연대하도록 종용하
고, 적대적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 사회 문화 속에서 학교, 교회, 지역사회 및 해외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발한 교육 내용의 적용과 실천을 통해 평화적 공존지역을 형성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담장을 옮기는 공동체(a community of fence movers)’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1차 세계 대전 직후 전후 복구 사업에 지원한 퀘이커 교
도가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된다. 엄격한 가톨릭 전통은 그
를 매장할 묘지를 내어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선교사의 시신은 묘지 담장 바깥에 묻
히게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날 묘지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
은 묘지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밤 사이 마을 사람들이 담장의 위치를 옮긴 것이다.62)
59) 정환희, “다문화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신
대학교 대학원, 2008), p.35.
60) 우라미,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8), pp.136-139.
61) 코리밀라는 ‘화해를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 공동체’(Corrymeela is s Community dedicated
to reconciliation)로서 1950∼60년대의 북아일랜드의 갈등 상황으로부터 영적 탈진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세워졌으며, 1965년부터 북아일
랜드의 평화운동과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62) 강순원,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과 북아일랜드 평화교육의 상관성”, 비교교육연구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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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선교는 아래로부터 시작되어 상호적인 변화를 통한 공동의 선교를 지향하게
된다.63)
4) 공존을 위한 교회의 역할
공존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마을 목회의 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과 목회(ministry)를
통해 세상에 봉사하고 세상을 섬김으로써 지역사회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만들어 보
고자 하는 노력이다.64)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보여
준 삶의 모델이기도 하다.65)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문화 목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배타와 차별이 아닌 수용과 공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화해와 포용을 통한 공존으로서의 다문화 목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배타적 공동체를 형성했다면, 예수님은 그 공동체에서 배제된 자들을
포용하고 친교를 회복하였다. 이것은 경계를 허물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
라보며, 포용하는 공존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교회와의 공존모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바
로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66)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의 현존을 증언하는 교제요 공동체이므로, 교회가 파송 된 곳에서 공동체적 삶이 드러
나고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필요에 따르는 공동선(Common Good)이 추구
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조건 없이 함께하며 사랑을 베푸는 이웃을 절실히 갈망
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이웃’의 존재양식을 공적으로 실천함
으로써 그 거룩성을 증언해야 한다.67)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만큼 좋은
삶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선포하면서 그 울타리를 허무신 것이었다.

권 2호, (충북: 한국비교교육학회, 2003), p.68.
63) 정현곤,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연구-다중적인 정체성을 품는 신적 포용을 중심
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4),
pp.194-196.
64) 노영상, “무엇이 마을목회인가?”, 『마을목회매뉴얼』(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7), p.10.
65) Martin Palmer, 『Whatshould we teach? christians and education in a pluralist world』.
(WCC Publications,Geneva,1991), pp.54-57.
66) 양재훈, 『공존 성서의 눈으로 보는 다문화사회』, pp.54-57.
67)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 한국적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서울: 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18), 1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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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나가는 말
요한복음 21장 15-1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내 양을 치라’는 내용 가운
데 양으로 표현되는 목회 상담 사역의 대상이 나오게 된다. 목회상담사역은 목회라는
목표의 관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목회적 돌봄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게 된다. 목회
돌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교육, 선포, 치유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 사역 활동의 총체적인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엔 하나님의 나라가 구
현되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68) 교회는 용광로와 같이 한 문화로 용
해된 획일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와 같이 다양한 문화가 각기
특색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을 섬겨야 한다.69)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살펴보면 다문화 에큐메니칼 현상과 관련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현실 사이의 긴장 속에서, 또한 낯선 이들과의 문
화적인 만남 속에서,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 즉 인간 사회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
연하게 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구조적 모순
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에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 결혼 이민
자와 이주근로자 대상의 한글교육이나 한국 요리교육, 전통문화 교육 등이 다문화교육
이라고 여기는 동화주의적 경향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단일민족 우위론의 순혈주의적
사고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은 다문화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
하게 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 사이에 사회 안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우울, 소외감, 정체성혼란 같은 심
리적 문제와 타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 공격성, 분노 표출과 같은 행동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로 나타나고 있어 심리적 문제해결 지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적응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안은 무
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가지를 살펴보았다. 고든 올포드(Gorden W. Allport)
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종교적 심성의 전환점이 일어나며, 종교의 태도가 변화된다고
말한다.70)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의 상황에서 경험하고 겪게 되는 부적응의
68) 김정경, “주일학교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목회상담과 사역:선한목자 동산교회를 중심
으로”, 풀러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파사데나: 풀러신학대학원, 2017), p.35.
69) 홍성환, “지역교회에서의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 방안: 이천 신하교회를 중심으로”, 풀러신학
대학원 한인목회학 박사학위논문, (파사데나: 풀러신학대학원, 2015), p.13.
70) Gorden W. Allport,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인간과 종교』, 박근원 역, (서울:
양서각, 1985),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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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충전을 받기 위해 모일 뿐 아니라 섬기 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Kery gma) 이 가진 본래의
뜻과 같이 말씀선포와 함께 사회적 책임으로써 억압받고 학대 받는 자들에게 돌봄과
섬김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
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근본원리는 역사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가정의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
의 교육 명령인 ‘쉐마’(shema, 신6:4-9)에서 찾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갈등과 심리상담의 문제해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
상명령은 ‘선교’라는 사실이다. 다문화사회로 가는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다른’것을 ‘틀
린’것으로 ‘차이’를 ‘차별’의 구실로 삼는 것을 내려놓고 한국사회에 유입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포용과 존중의 신
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충실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물로써 살아감으로
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대상으로
현실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실치료요법은 자기 신뢰를 받아들여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잠재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서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 할 수 있고 자
신이 선택한 행동에 책임 질 수 있는 현재의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청소년들
이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 과거의 유익한 것을 알려주어 현실적 문제를 명백히 받아들
이고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하여 진정 자신이 원하는 바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도록
도와준다.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를 인식하며, 수용하
는 과정에서 자기통찰 및 자발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능력을 높이며 보다 생산적
인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현실치료는 현재의 부정적 행동을 조정하고 변화시킴과 동시에 긍정적인 행동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서 자아성장을 촉진시키게 된다. 다문화 청
소년은 학업중단, 학력저하, 약물 남용, 인터넷 중독, 우울과 자살 등 다양한 문제 행
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내부통제성이 낮고 반면 외부통제성이 높은 특성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청
소년은 외부 사람들에 의한 외부 통제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에 대한
통제가 약하여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는데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문화 사역의 원리와 방향은 무엇일까? 우
리는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 공존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공존이라는 말은 스
페인의 포르투칼어로 Konvivenz 콘비벤츠라고 한다. 여기에는 공간과 장벽을 뛰어넘
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테오 준더마이어 교수는 이러한 공존(Konvivenz)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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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공동체에 적용시키면서 서로 돕는 공동체, 서로 배우는 공동체, 함께 축하하는
공동체라고 말한다.71) 콘비벤츠의 개념에서 보면 공동체는 첫째로 서로 의존해 있는
존재로서,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공동체이다. 둘째로 서로 다
름과 차이를 수용하면서 함께 어울리며 함께 배우는 공동체이다. 셋째로 서로 간의 차
이나 간격을 뛰어넘어 본래적인 관계인 공동체를 회복하고 함께 축하하며 생명을 회
복하는 공동체, 함께 축하하는 공동체이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에 공존하는 공동체는
청소년들이 공동의 장(場)으로 모여서 함께 돕고 배우며 활동하는 모델이다. 우리는
다문화 청소년 공동체를 이러한 공존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공존
(Konvivenz)을 위한 실천적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들이 공존의 장으로 나오
도록 가슴을 열게 해야 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갖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보
듬어 안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편견 없는 마음”이다. 다문화 사역을
꿈꾸는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바라볼 때 “편견 없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행정체계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 협의체와의 긴밀한 접근”으로서 이해와 수용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는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
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19:9-10).”라고 말씀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
문화 가정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레위
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말씀하고 계신다.
셋째. “현실 치료적 접근”으로서 목회상담이다.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보면 “본토
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출 12:49).”라고 말씀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무조건 품기만 하라고 하시진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살 수 있
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문화 사역의 원리이다.
넷째. “실천신학적 접근”으로서의 “공존의 장으로의 초대”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방인을 향한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총
71) 한국일, 테오 준더마이어의 선교신학, 장신논단 제38집,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2010), 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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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나아오게 하고 그들을 섬겨
야 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보면 형식에 고착되지 않고 도움이라는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응하는 데 유연성을 보여 주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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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다문화 예큐메니즘 현상이 한국의 사회에 미치는 영
향과 목회상담적 실천방안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에 대한 논찬

정 대 권 박사
(호서대학교 / 목회상담 / 로고스상담센터 센터장)

1. 본 연구공헌 및 중심 논지
송준용 박사의 본 논문은 다문화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목회상담적으로 대안을 제
공하고 교회 사명을 통해서 억압받고 학대 받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돌봄과 섬김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큰 공헌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인 미국은 인종간의 갈등, 계층 간에 갈등을 비롯해서 사회 안의 부
조리로 인해서 방화와 약탈 그리고 총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종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계층적인 차이를 인식
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은데서 일어난다고 저자는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문제
가 국경을 넘어서 현 한국 사회에도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 빈도가 증가
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을 사회와 교회가 품어 주지 못한다면 한국사회와 한국교
회는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문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의 통해서 화해, 연대, 공존을
추구하며 목회상담적 접근을 통해서 연구한 이 논문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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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흐름가운데 다문화 사역이 필요하고, 이러한 필요 가운데 교회에서도 에
규메니즘 신학의 영향으로 교회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포괄
적인 접근을 통해서 인종과 문화, 사회제도, 생활방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고 종족, 성, 나이, 문화, 피부색으로 으로 인한 분열을 극
복하고 치유를 제공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열린 마음과 관용과 평화로운
공존으로 상호 돌봄의 역할을 하며 인권수호의 역할을 해 왔다. 에큐메니칼 신학의 영
향 속에 있는 사회 또한 소수의 계층에 대한 관심과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각 되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국사
회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에도 불구
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이중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불안과 우
울, 소외감, 또한 정체성 혼란 등 심리적인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왕따와 소외감 등 부적응하는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동화모델, 차별적 배제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이 있다.
첫째 동화모델은 이민자에게 태어난 국적 언어, 문화, 사회의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고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의 문화와 언어, 사회적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그
들과 차이가 없게 하는 모형이다. 둘째 차별적 배제 모델은 이민자들을 자국민으로 받
아들이기 보다는 노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다문화 상황에 대
한 인정과 수용보다는 다문화 이주자들을 추방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주류문화의 기득
권을 유지 하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주의 모델이 있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타문화 타
언어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나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받아 들여서 인정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주의 모델로 모두가 존
중 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사회.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다
문화 가족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의
국적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고 또한 의사소통 및 태도와 행동이 다르고, 외모
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적응을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목회
상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갈등과 심리 상담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선교라는 관점에서
문제의 증상완화, 문제해결, 그리고 건강회복을 하게 함으로써 목회적 돌봄 사역을 다
문화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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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료 모델로 연구자는 현실치료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내담자의 책임 있는 행
동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욕구만족을 방해하지 않는 행동으
로 선택의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치료접근이 다문화 안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공존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자기 신뢰를 받아들여 자신의 존엄성과 자
신의 잠재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갖게 해서 삶의 방향을 선택하여 자신이 선택
한 행동에 책임 질 수 있는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연구자는 기술하고 있다. 또한 청소
년들은 외부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취약하다고 한다.
2. 본 연구 논의점
이처럼 소중한 논문을 논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송준용 박사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논찬자로써 세 가지 질문으로 논찬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치료적 모델로 현실치료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에서 현재 어떠한 형태의 돌봄사역이 있고, 앞
으로 어떠한 돌봄 사역이 더 필요한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삶보다는 외부의 환경과 외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기통찰과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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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다문화 예큐메니즘 현상이 한국의 사회에 미치는 영
향과 목회상담적 실천방안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에 대한 논찬

임 미 화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상담심리)

본 논문은 다문화 에큐메니즘 현상이 한국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목회상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연구자는 서두에서 “코로나19는 세
계 모든 나라들이 유기체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며, 한국은
빠르게 다문화 다민족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갈등관계를 초래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갈등관
계를 해소하는 일들이 목회상담을 통해 도출되어야 하며 갈등과 배제, 분열과 다툼이
양산되고 있는 사회 가운데에서 화해, 연대,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목회상담적 접근
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신
학적 이해와 접근, 둘째, 다문화 에큐메니칼 현상과 다문화 정책, 셋째, 다문화 청소년
의 부적응 현실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을 다루고 있다. 이를 연구자는 다문화 청소년
의 부적응 해결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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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목회상담을 통한 현실치료적 접근을 제시한 점이다. 현실치료는 자기 신뢰를
받아들여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잠재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스스로 삶의 방향
을 선택하여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책임 질 수 있는 현재의 행동에 초점을 둔다. 이는
현재의 부정적 행동을 조정하고 변화시킴과 동시에 긍정적인 행동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서 자아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부적응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구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문화 사역의 원리와 방향으로 공존
(Konvivenz)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성이
낮고 외부통제성이 높은 특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외부 사람들에 의한 외부 통제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에 대한 통제가 약하여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유
지하는데 취약한 문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이 공동
의 장으로 모여서 함께 돕고 배우며 활동하는 공존하는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며 공존
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네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편견
없는 마음”, 둘째, “지역 협의체와의 긴밀한 접근”으로서 이해와 수용을 위한 긍휼의
마음, 셋째, “현실 치료적 접근”으로서 목회상담, 넷째, “실천신학적 접근”으로서의 “공
존의 장으로의 초대”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이 연구자가 제시한 현실치료 접근과 공존은 다문화 청소년들
이 심리 정서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돌봄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글로컬한 문화가운데 다문화 문
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오늘날과 같이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
리에게는 서로 간에 알아가고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인 상호 문화 교류를 통한 선
교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다문화 가정을 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더욱 전문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회상담적 접근으로 제시
한 현실치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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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우리사회의 전반에는 다문화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 결혼 이민자와 이주근로자 대상의 한글교육이나 한국 요리교육, 전통문화 교육
등이 다문화교육이라고 여기는 동화 주의적 경향이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자가
보는 다문화 인식을 높이는 교육의 방향성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송준용 박사의 논문은 2017년 다문화 학생수가 10
만 명을 넘어 다문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다문화 에큐메니즘
현상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교회가 다문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논문이다. 또한 논찬자로 하여
금 다문화 청소년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
교적 접근 방법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논문이기도 하다. 끝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현실치료 접근과 공존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목
회적 돌봄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귀한 옥고를 제시해 주신 송준용 박
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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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다문화 예큐메니즘 현상이 한국의 사회에 미치는 영
향과 목회상담적 실천방안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에 대한 논찬

박 진 경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송준용 박사의 논문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함께 다문화 에큐메니
칼 현상에 따른 영향 및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면서,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의 여러 가
지 이슈들에 대한 실천방안들을 목회상담적 관점에서 탐색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 윌리
엄 글래서(William Glasser, 1925-2013)의 현실치료(Reality Therapy) 상담이론을 제시
하면서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신학적, 사회적, 목회상담적으로 유의미한 논문
이라 여겨진다.
“갈등과 배제, 분열과 다툼이 양산되고 있는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화해, 연대,
공존을 추구”(p.3)하는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실천신학적 공헌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문화 에큐메니즘 현상이 한국의 사회에 미치는 영
향과 목회상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 유일무이한 연구로, 목회상담학뿐만 아니라 실천
신학에 이론적, 실천적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예상된다. 둘째, “현실치료적 접근을
통한 공존모델”을 통해 한국 사회 다문화 청소년의 부적응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안을
모색하면서, 공존을 위한 행정·학교·선교·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셋째, 다문화 시대 한국 사회와 교회에 공존을 위한 실천적 대안(“‘갈등 관계 해결’을
위한 ‘편견 없는 마음’,” “지역 협의체와의 긴밀한 접근,” “‘현실치료적 접근’으로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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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담,” “‘실천신학적 접근’으로서의 ‘공존의 장으로의 초대’”)을 탐색하여 다문화 청
소년을 위한 목회상담적 모형을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학문적인 공헌점들과 더불어, 몇 가지 한계점과 질문을 제시하면서,
추후 다문화 에큐메니즘 영향에 따른 목회상담적 실천방안을 연구할 때 지속해서 심
화하길 바란다. 첫째, 공식이민을 받아들이며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서구 국가들(예, 미
국, 영국 등)과 ‘정주허용금지’를 주창하면서 공식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은 다문
화에 대한 시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서구의 이론과 제도를 제시하면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한국 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 단순히 “전문 인력은
다문화와 다문화가족, 다문화에 대한 한국형 다문화 모델을 고민하고 이를 위해 노력
해야 한다”(p.12)라고 설명한다. 또한, 지역(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대상(단기거주 노
동자, 결혼이민자, 귀화인), 국적(외국인과 한국인), 종교(기독교와 비기독교), 다문화
정책(동화 모델, 다문화 모델, 차별배제모델)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컨
텍스트(Context)가 다른데, “현실치료적 접근을 통한 공존모델”로 다양한 다문화 청소
년들에게 단일화된 목회상담을 시도한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자는 한국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문화 사역 유형 네 가지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면서, 다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이 속해 있는 다문화가정
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간과한다. 다문화 사회 모형과 관련된 대표적인
한국교회 다문화 사역 유형으로 분리 모델(분리된 게토 모델), 용광로 모델(통합적 동
화 모델), 샐러드 그릇 모델(다문화주의 모델), 상호문화교류 모델이 있고, 이러한 모
델들을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속
해 있는 다문화가정의 모형과 한국교회 유형에 따라 목회상담적 접근도 다르게 행해
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자는 심도 있는 논의가 없다.
셋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수정 사항들을 제시하자면, 1) 소주
제로 “청소년을 중심으로”라고 지정하였는데,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가 더 적절
할 것이다. 또한,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는 명칭보다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단어로 통일하고, 다양한 “다문화 청소년” 유형에 대한 추가적
인 설명이 요구된다. 2) 연구자의 적절하지 못한 예시는 본 연구의 논리성을 떨어뜨린
다. 예를 들어, 태안 원유 유출 사고 현장에서 연구자는 “단일민족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p.7-8)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자원봉사의 행렬을 이루었”다고 보지만, 이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환경 보호 인식이 많은 사람의 참여를 끌어냈다고 보는 것이 적
합할 것이다. 3) 학회에서 요구하는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 방식 및 논문 문법·맞춤법
을 재확인하여 수정하길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자면, 1) ‘다문화 에큐메니즘’에 대한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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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무엇인가? ‘다문화’와 ‘에큐메니칼 신학’에 대한 각각의 논의와 현상에 대한 설
명은 있지만, 핵심 주제어인 ‘다문화 에큐메니즘’에 대한 연구자의 구체적인 정의는 생
략되었다. 2) 현실치료는 상담의 초점을 ‘과거’보다는 ‘현재’에 두는 특징이 있는데, 총
체적인 목회상담을 위해 살아온 ‘과거’의 행동이나 사고, 경험이 중요한 다문화 청소년
의 경우 어떻게 현실치료 상담을 적용하겠는가? 또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까지 책
임을 강조하거나, 스스로 책임을 못 지는 일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강
조할 수 있는가? 3) 다양한 한국교회 다문화 사역 유형(분리 모델, 용광로 모델, 샐러
드 그릇 모델, 상호문화교류 모델)에서도, 다양한 다문화가정 유형에서도, 동일하게
“현실치료적 접근을 통한 공존모델”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러한 한계점과 질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 한국교회에 꼭 필요
한 시기적절한 주제이며, 무엇보다 목회상담 분야에서의 그 주제의 중요성과 적절성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보완 작업과 후속 작업 이후, 본 연구는 한국교회
에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목회상담적 인식 변화와 타학문과의 긴밀한 간학문적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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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발표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목회 신학적 고찰:
돌봄 목회 기능의 하나인 화해를 중심으로

권 명 수 박사
(전 한신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목회상담학)

I. 들어가는 말: 돌림병으로 혼란한 시국과 한반도 상황을 돌아보며
코로나19 고통스런 시국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 정국이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1단계에서 1.5단계로, 그러다가 가을에서는 2단
계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12월에는 2.5단계로 상승되었다. 그러다가 하루 확진자의 숫
자가 1000명을 며칠을 넘어서자 행정당국은 마지막 단계인 3단계를 시행해야 할 지
고심하며 모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기도 하다. 확진자 수를 고려하면 이미 3단계
를 시행했어야 했지만, 이로 인해 닥칠 대한민국호의 막대한 피해 때문에 당국이 고심
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심각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집콕’에 지내고 있다. 이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
의 경제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으
로 현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며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야를 좀더 멀리 돌려보면, 한국이 처해있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도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독특한 정치 행보로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정상 외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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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방문으로 남북교류와 방문이 금방 눈앞에 다가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
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목소리
는 조용한 지가 너무 오래되서 이러다가 한반도 대화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
닐까 하는 불안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영혼을 돌보는 돌봄 목회(Pastoral Care)의1) 관점에서 기
독교인과 일반 국민의 영혼의 돌봄에 관심하고 있는 목회상담가와 목회신학자로서 대
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 구성원에게 오랜 숙원이었던 한반도의 상황을 모른척 할 수
없었다. 남북한은 70여 년의 분단 상황 속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상태의 민족이
며, ‘하나였으나 이제는 둘이 되어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2)
필자가 몸담고 있는 목회적 돌봄과 목회 신학이 한반도 상황에 제시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2000여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각 시대 마다 기독교는 그 시대의 분위기에 걸맞는 방식으로 그 당시의 신
자와 사회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고 또 나름의 기여를 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는 각
시대 마다 적절한 영혼의 돌봄과 치유의 모습이 드러냈다.
작금의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어지
러울 정도이다.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 한국에는 후기 정보문명의 시대
로 들어가면서 비대면 사회와 데이터 중심의 제4차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사회
문화적 시대 상황과 한반도 분단이 갖고 있는 세계 열강들의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
는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지에 대한
근본적 모색이다.

II. 돌봄 목회와 화해
돌봄 목회(pastoral care)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보이는 목회 신학
(pastoral theology)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분야에 평생을 보냈던 필자로서도 짧고
쉽게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 그만큼 이 분야의 역사가 짧은 까닭 때문이라고 자위
하면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하게 다루며 이 분야의 발전 과정을 분석적으로 개
괄한다.
20세기 개신교의 대표적 목회신학자인 스위스의 투르나이젠(E. Thruneysen)은 유
1) 필자는 ‘Pastoral Care’를 ‘돌봄 목회’와 ‘목회적 돌봄’으로 번역하며 본문에서 같은 의미로 섞
어 사용한다.
2) 방연상. "화해의 신학: 통일을 넘어 화해를 추구하는 교회와 신학의 역할, <신학과 사회>
32(1)(2018), 15 각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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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독일어권에서 활동한 학자이다. 그의 <목회학 원론> 제1장의 첫 부분에서 목회
학의 핵심을 요약해 놓았다. “목회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개개인에게 전달하
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교회의 모든 정통 기능과 마찬가지로 목회도 교회에 주어진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모
양으로 전달되어야 한다.”3) 그에게 있어 영혼의 돌봄인 목회(Seelsorge)는 각 개인에
게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란 바르트적 이해를 하고 있다.4)
이에 비해 미국의 힐트너(S. Hiltner)는 2000여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목회적 돌봄
(pastoral care)의 기능을 크게 3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힐트너는 기독교 신학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다. 그는 신학적 원리와 유산들을 목사와 교회의 기능으로 일목요연
하게 정리하였다. 곧, 성서신학, 역사신학, 교리신학, 도덕신학, 심리신학, 미학신학, 비
교종교학이란 논리중심 분야와 작동 기능 중심으로 3 분야로 나눠 이해하였다.5) 곧,
목양(shepherding)에 해당한는 치유, 지탱, 안내는 목회 신학의 영역으로, 의사소통
(communicating)으로 이뤄지는 교육, 설교, 예배는 교육 및 예배신학에서, 조직
(organizing)과 관련된 양육, 보호, 관계는 교회신학으로 분류하였다. 힐트너는 이 도식
을 통해 이론과 기능, 신앙과 생활의 연결점 모색, 신학과 목회의 상호관련을 분명하
게 보여주고 실천신학의 영역에 대한 강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6)
힐트너의 신학 체계에서 보면 목회신학이란 기능 중심의 목양에 해당된다. 그에
게 있어 목회신학이란 신학의 한 분야로서 ‘목양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형성된 신학
이라고 정의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능이 있다. 1) 치유(healing)는 인간의 전체성을
회복시켜서 손상을 극복함으로써 인간을 발전시키는 기능이다. 목회적 치유는 손상 이
전의 환경을 되찾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 높은 영적 차원
으로 고양시키는 것이다. 2) 지탱(sustaining)은 기다림의 목양적 기능으로서, 충격이나
상실로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돌봄 목회라고 정의한다. 3) 안내(guiding)는 결단하는 이의 삶의 의미와 방향에 유용
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과 결단을 선택하
도록 돕는 기능이다.
클레비쉬와 재클은 2000여 년의 목회적 돌봄의 역사를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돌
봄 목회에 화해(Reconciling)의 기능을 발견하고 이를 새로 추가하였다.7) 화해는 소외
3) 투루나이젠, <목회학원론>, 박근원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7.
4) Eduard T. Thurneysen, A Theology of Pastoral Care, Tr. by Jack A. Wiser Worthington,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62).
5) Seward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New York & Nashville: Abingdon Press,
1958), 28.
6) 박근원, <오이쿠메네 신학실천: 박근원 신학순례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204,
7) William A. Clebsch & Charles R. Jackle,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Northvale, New Jersey: JasonAronson Inc., 1994 [1st 1975]), v-xii, 1-6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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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새롭고 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목회 기능이다. 화해는 용서함에서 시작한다. 죄의 용서는 선언이고 선포이며, 용
서의 전제조건은 고백과 참회이다. 화해의 두 번째는 훈련(discipline)이다.8) 신자는 훈
련을 통해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게 된다.
드류 대학교의 목회적 돌봄과 목회 신학 교수인 넬슨 떼이어(Nelson Thayer)는
돌봄 목회을 영성적 시각에서 이해한다. 그에게 있어 돌봄 목회란 “근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 즉 질서있고 가치를 지닌 이 세계의 건설과
유지,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9) 목회의
중요한 역할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전통과 삶을 통해 계시되
고 성서 속에서 계시된 거룩한 초월자의 차원을 향해 개방적으로 그들의 삶을 체험하
고 질서를 세우도록” 돕는 것이다.10)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영성 형성이고 목
회(ministry)의 중심 과제이다. 목회적 돌봄에서 영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영혼의 돌봄 활동 가운데 인간의 의식과 응답에 관한 이 차원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찰스 거킨(Charles Gerkin)은 목회적 돌봄이 목회자의 일대일의 상담 관계를 넘
어가는 폭넓은 측면의 활동에 관심 갖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동체 의미의 회
복, 집단적 목회적 돌봄 및 전례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혼의 돌봄, 이 돌봄이
이뤄지는 그 상황의 회복만이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거킨은 목회적 돌봄이란 개별 인간의 상황 속의 인간의 경험에 응답하는 것을 포함해
야 한다. 그래서 돌봄 목회는 정적일 수 없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12)
패턴(John Patton)은 목회적 돌봄이란 교역자와 신자가 교역에 참여해서 행해지
는 활동으로서, 이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그는 목회적 돌봄이나 목회 상담, 목
회 신학의 형용사인 ‘목회적’(pastoral)이란 단어의 이해를 목회자 개인의 활동과 봉사
인 교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목회를 통하여 행해지게 되는 전체 교
회의 교역(ministry)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그는 ‘목회적’이란 단어의 이해를 좀더 확대
해서 영적 “탐구”(quest)로 발전시켰다.13) 다시 말하면, 목회적 돌봄은 목회자 개인에
의해서 수행되기 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목회적 돌봄의 주체로 이해하기 시작한 데 따
8) 위 글, 57이하.
9) 넬슨 떼이어, <영성과 목회> 백상열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63.
10) 위 글, 64-65.
11) 찰스 거킨, <살아있는 인간문서: 해석학적 목회상담학>, 안석모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8), 17-8.
12) 찰스 거킨, 『목회적 돌봄의 개론』 유영권 옮김, (서울: 은성, 1999), 23-4.
13) 존 패턴, 『목회적 돌봄과 상황』 장성식 옮김. (서울: 은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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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돌봄의 교역에 참여하는 사람은 외부 대상에 대한 돌
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 대한 관심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곧, 돌봄
목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남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삶의 태도여야 하며, 종
교적 자세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통찰에 근거한 것이다. 패턴은 목회 신학의 실천에 현
장의 상황에 대한 중요성을 ‘공동체적·상황적 목회 패러다임’이란 이름으로 구체화하
였다.
이후의 목회신학자들은 목회적 돌봄의 이해에 있어 일대일의 만남이란 개인적 영
역에 머물지 않고 그 개인이 속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각자의 목회 신학 속에 담아내
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밀러-맥르모어(B. Miller-McLemore)의 관계망 이해
이다. 그녀는 개인의 영혼의 돌봄을 위해서는 대상이 맺고 살아가는 인간 관계망(the
living human web)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은 그 개인이 연결된
사회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의 학자들을 간략하게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해석학(거킨, 캡스), 생태이론(클라인벨), 체계이론(래리 그레함, 머
리 조단), 사회학 및 비판 이론(제임스 폴링, 아치 스미스, 에드워드 윔벌리), 문화이론
(임마누엘 라티), 여성주의 이론 및 젠더 이론(크리스티 누거, 바니 밀러-맥르모어),14)
해방신학적 공동체(캐롤 알리)15) 등이 있다.
이제까지는 서양의 목회 신학 이론을 살펴 보았으니, 한국의 상황을 살펴본다. 한
국의 실천신학의 개척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박근원은 ‘목회 신학이란 목사 중심의 신
학실천’이라고 말한다.16) 그는 이런 내용을 실천신학의 9가지 분야와 연결하여 논의하
였다. 곧, 목회 신학은 목사가 ‘기독교 생활론,’ ‘교역론,’ ‘예배학,’ ‘설교학,’ ‘목회학,’ ‘그
리스도교 공동체론’을 다루게 된다. 그의 이러한 9가지 실천신학 분야 분류는 독일에
서 논의되어온 실천신학의 7가지 구성요소(기독교생활론, 설교, 교회교육학, 예배학,
목회학, 사역학, 교회행정학)를 박근원이 2개 요소를 축하여 세분하였다. 곧, 교회 행
정학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론과 선교로, 사역학에서 교역학과 봉사로 세분하여 실천
신학 분야를 9가지로 분류하고 기술하였다.17)
박근원은 유럽과 구미의 실천 신학 이해를 통합하려 했다. 독일의 실천 신학의
전개 방식은 실천신학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론신학과 성서신학을 통해서 문제의 해
14) 정연득, “서론: 현대목회상담학의 흐름”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 (서울: 도서출판 돌봄,
2011), 21이하 참조.
15) Carroll A. Watkins Ali, Survival & Liberation: Pastoral Theology in African American
Context, (St. Louis: Chalice Press, 1999).
16) 권명수, 「루돌프 보렌과 박근원의 실천신학 분야의 이해에 대한 비교연구」 『신학과 실
천』 19-1호(2009), 5-38 참조
17) 권명수, 위 글; 박근원, <현대신학실천론: 실천신학 연구 방법론의 새 지평>, (서울: 대한기
독교서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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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방안을 찾고 나서는 다시 실천신학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구조였다. 그러나 박근원
은 미국의 힐트너가 신학을 논리 중심 영역과 기능 중심 영역을 구별하는 방식에 착
안하여, 신학 활동은 종국에는 실천신학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힐트너의 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어쨌든 박근원은 교역(ministry)의 장은 개인을 돌보는 목양,
교회를 돌보는 목회, 세계를 돌보는 목민(牧民)의 3영역이 통전적으로 통합되게 사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18)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 개인과 교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하
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사회와 세계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춘은 “목회신학이란 신학의 목회적 차원과 목회의 신학적 차원을 결합하는
학문”이라고 보았다.19) 목회신학은 우주적 진리를 구체적 진리로 표현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우주적 진리가 구체적 인간의 삶과 고통과 갈등에 표현되어 인간을 자각시킬
때에만 우주적인 동시에 구체적인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여러 이론 중에서도 클레비쉬와 재클이 말하는 화해의 기능에 대
한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 이들이 말하는 화해의 돌봄 목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
나님 사이의 관계의 증진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 상황은 목회적 돌봄의 기능들
에서 화해의 기능이 지극히 요청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는 화해의 기능인 개
인과 개인 사이, 교회와 단체, 사회와 국가 사이에 적대보다는 평화와 화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은 6.25 전쟁 중 발생한 양측의 군인 및 선량한
민간인 희생자의 수가 공식 통계로만 100여만 명이 넘는 엄청난 비극이 자행되었다.20)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전쟁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기 보다는 곪고 더 깊어
진 듯 보이기도 한다. 남한의 상황에서만 보아도, 툭하면 ‘친북’이니 ‘종북좌파’로 몰고,
심지어는 ‘빨갱이’로 모든 사안을 비논리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21) 코로나19의 준동으로 한
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 사회의 통합과 협치로 이끌 수 있
는 것은 서로 간에 폭력과 보복이 아니라 서로를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돌봄 목회
18) 박근원, <오이쿠메네 신학실천: 박근원 신학 순례기>(2014), 217.
19) 이기춘,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89), 38.
20) 정부가 발표한 한국전쟁 중 인적 피해는 “남측 군인 사망 14만 7천명, 부상 70만 9천명, 행
방불명 13만 1천명이고 남측 민간인 사망 24만 4천명, 부상 22만 9천명이다. 북측의 경우는
『통일조선신문』에 따르면 군인 사망 29만 4천명, 부상 22만 5천명, 행방불명 9만 1천명이
고 북측 민간인 사망 40만 6천명, 부상 159만 4천명, 행방불명 68만 명이다. 남북을 사망자
기준으로 합해 보면 군인 약 44만명인데 반해 민간인 사망자는 약 65만 명이다. 한국전쟁의
비극이 낳은 깊은 골과 갈등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적,
체제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온 민족이 뼛속 깊이 체험하는 가족과 개인의 아픔이기도
하다.”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서울: 돌
베개, 2010), 5.
21) 김영주,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화해와 평화의 좁은 길: 남북 나눔이 걸어온 20년>,
(서울: 홍성사, 2013), 266.

- 446 -

의 화해의 기능이 한반도에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III. 화해의 이해:
6·25 전쟁과 휴전 이후 70여 년의 남북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긴 세월
동안 양측 간의 이해와 용납의 길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착 상
태에 빠진 한반도의 상황에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 신학’의 기능을 하는 목회신학적
시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금과옥조로 바라본 ‘통일’에 대한 다른 접근
을 시도하는 시각들이 관찰되고 있어 연구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1) 통일에서 평화와 화해로
한반도에 통일을 향한 진전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통일 노력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70여 년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고 이야기해왔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나라의 존재 목
적으로 삼고 애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남한과 북한의 군
사력은 점점 강해져 가고, 휴전선의 장벽은 점점 높아져 가고만 있다. 그래서 이 장벽
을 넘어가기 어렵겠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필자 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
에서 통일이 한민족의 최고선이 되어가고, 통일이 이데올로기화되면서 서로의 입장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이념화하고, 색깔론으로 덧입혀 왔던 과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22) 필자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꽉 막힌 듯
보이는 상황을 풀릴 수 있는 틈새에 대해 고민해왔다.
광복 후 조선반도는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 한반도는 6.25
전쟁을 치르며 남과 북으로 다시 분단된 뒤 휴전선이란 철책선이 70여 년 동안 서로
교류 왕래 없이 지내오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전혀 별개의 문
화권을 형성하고 살아왔다. 이제 남측과 북측은 20세기적인 경쟁과 대립 관계에서 벗
어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남긴 많은
교훈 가운데 하나는 전쟁(무력)에 의한 남북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
었다. 특별히 요즘은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 양국가는 경쟁적으로 고도
의 과학 기술이 가미된 살상 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 전쟁이 또 다시 한반도
에서 일어난다면 양쪽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참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
기 때문이다.

22) 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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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은 차치하고라도 남한에서는 미군의 군사력에 의존해가면
서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있다. 이러한 준비는 군사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명분이라고는 하나, 한반도에 ‘화해’를 위한 담론의 자리가 들어설 수 없는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23) 강한 군사력이 보장되지 못하면 평화 유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존 논리가 그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
연상을 위시한 일군의 학자들은 남북 관계의 해법을 예전의 ‘통일’ 지상주의적 자세에
서 ‘화해’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 시청 베오 홀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한 구상을 세계에 밝혔다.24) 문대통령은 쾨르버 재
단의 초청 연설에서 나름의 한반도 미래에 대해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
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
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
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25)

이러한 선언은 남한 정부는 북한의 의지와 반대되는 어떠한 통일행동을 지양할
것을 밝힌다. 문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평화’를 48회 사용하고 ‘통일’은 16회 사용하여
평화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는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란 용어를 사용하며 평화를 통한 통일에로의 여
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평화에 대한 강조는 통일에로의 접근이 여의치 않다는 현실론에서 나왔을 것이
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신 베를린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렇다 할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지지적 입장이 천명하던 와중에, 김정은 위원
장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과 참여,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과 판문점
선언, 2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
르에서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문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2018년 3차 남북정
상회담(2018년 9월 18일-20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2019년 2월 27-28일) 등의 활동
으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만남들이 오고갔다. 그러나 아쉽게도 김정은 위
23) 방연상, "화해의 신학: 통일을 넘어 화해를 추구하는 교회와 신학의 역할(2018), 15.
24) 박경준 기자, “문대통령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전문], <연합뉴스> 2017년 7월 6일[검
색일. 2021년 1월 2일].
25) 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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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꼬여가고만
가고, 이렇다 할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 회담 이후 오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남북관계의 진전을 고대하
는 이들에게 매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은 남북한의 한반도 분단 상황은 평화를 희망하는 문재인 정부
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
는 방법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
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시 133:1)란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 않은
남북의 갈등과 대립하고 있는 적대적인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신학은 남북
분단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바는 무엇이겠는가? 남북의 긴장 상황에
서 직설적으로 통일을 말하기 보다,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화해와 평화을 먼저 다루어
할 것이다. 통일로 나아가기 이한 전제 조건인 화해에 대한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만을 강조해서는 하나의 이념이 되어 통일 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
기 때문이다.
2) 화해의 의미
클레비쉬와 재클의 연구로 등장한 화해의 기능은 기독교인의 목회적 돌봄에 창조
적이고 의미있는 기능이 많이 제공할 수 있다.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에 화해가 지
속해서 주요 관심사가 되어 온 것은 죄에 노출된 인간에게 용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한다. 인간은 강한 듯 하면서도 하염없이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는 실
존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간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화해의 돌봄 목회
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서로 간에 윤리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화해의 기능은 오해로 인해 많은 나쁜 소문에 휩싸이는 수난
을 겪었다.26) 클레비쉬와 재클의 화해의 기능은 용서와 훈련(discipl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소인 훈련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목회의 기능 이해에 화
해를 뺐던 힐트너는 그의 책 <목회신학서설>에서 이 ‘훈련’의 기능을 언급하였다. 힐
트너는 훈련을 “교회의 훈련”이란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교회의 목회적 태도를
방해한다고 비판하였다.27) 힐트너는 영혼의 돌봄에 중요한 측면인 신자의 영혼의 상
태에 우선적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돌봄 목회 시행자 중심으로 목회적 돌봄을 옮겼다
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돌봄 목회의 훈련을 시행하는 자들은 훈련 대상자인
26) William A. Clebisch & Charles Jaeckle,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1994), 63.
27) Seward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New York & Nashville: Abingdon Press,
1958), 65,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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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의 영혼의 욕구의 우위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회의 훈련’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훈련 대상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취급하면서, 그 당
사자의 욕구는 동등하게 고려하는데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훈련’의 실천에
있어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여 영혼의 돌봄으로서의 ‘훈련’이 2차적이 되는 현실을 교
회사에서 관찰되어 왔다. 그래서 힐트너는 이 기능을 비판적으로 보고, 자신의 영혼의
돌봄 기능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던 듯하다.28)
심스(B. Sims)는 화해에 대해 윤리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그는 인간과 인간 사이
에,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화해란 어떤 주제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고, 단지
스스로 분노를 흘러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29) 서로 간에 인내와 호의로 상대
의 말에 경청하면서 이를 통해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것을 의미한다. 화해는 서로 간에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삶에 실천함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해는 개인의 차원과 집단의 차원이 존재한다. 슈라이터는 개인적인 화해가 사
회적인 화해를 육성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인 화해는 개
인적인 화해로 환원될 수가 없다.30) 왜냐하면 사회적인 화해는 집단 안에서의 화해이
기에 다양한 구성원의 문화가 집약되어 있기에 개별적인 개인에게 반대로 적용되기
쉽지 않다. 개인 간의 차원을 제대로 다루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집단이나 사회는 한 개인들의 집단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단은
그 자체로 나름의 역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표명하기에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집단 간의 갈등이나 화해를 제대로
다루는 것이 집단 간, 국가 간의 평화적 질서 및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상 개인 차원의 화해 이해 보다는 사회적 차원
의 화해 이해에 집중할 것이다.
화해는 고통과 상처의 단순한 회복에 그쳐서 안 된다. 슈라이터는 이전 상태의
회복에서 나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가 아닌, 이전 상태에 대한 새로운 의미나 차원을 발견하
는 상태에로 나아함을 의미한다.31)
개인적 차원에서의 화해와 집단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화해를 구분할 수 있다. 개
28) 화해의 ‘훈련’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다음을 참고 바람. 권명수, 「칼빈의 목회훈련 연구: 칼
빈의 제네바 초기 교회법에 나타난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2(2010.02),
45-76; 권명수,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의 목회신학과 한국교회」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신학』 강성영 외 12명 공저, (김포: 너의 오월, 2019), 63-87.
29) Bennett J. Sims, Servanthood: Leadership for the Third Millennium,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7), 96.
30) 로버트 슈라이터, <화해의 사역> 임상필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158.
31) Robert Schreiter, Reconciliation: Mission & Ministry in a Changing Social Order
(Maryknoll, NY: Orbis Books, 199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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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차원에서의 화해는 당사자 간의 문화적 차이를 크게 고려할 필요가 않다. 그러
나, 사회적 차원의 화해는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가변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32)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화해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기대하기
가 쉽지 않다.33)
슈라이터는 온전한 화해는 두 가지 면(face)이 요구된다고 본다. 먼저 한 면이 사
회적이다. 이것은 화해를 이루기 위한 구조와 과정을 제공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런 활동은 깨어진 사회는 진실되고 정의롭게 재건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과거와 타
협하는 것이나 가해자를 처벌하고 희생자에게 얼마간의 배상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
다.34) 시민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신뢰의 분위기와 안전한 공간이 창조되어만 가능할
것이다.
화해의 또 다른 면은 영적이어야 한다. 슈라이터는 화해를 통해 인간의 깨어진
삶을 재건하여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35) 사회적 화해가 실재가 되려면 이
런 영적인 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화해를 위해 과거의 악행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면을 베풀거나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
지만 용서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사회는 화해를 가능하는 조
건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조건들이 자기 스스로 화해를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면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슈라이터는 화해에 영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6) 세속의 비정부 기구(NGO)들은 종교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도
움이 요청한다.37) 왜냐하면 많은 문화들이 가해자들과 일탈자들을 다시 그들의 공동
체의 일원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들은 화해의 의식과
성례전을 집행하여 화해가 필요한 영적인 토대와 에너지를 제공한다.
3) 화해의 신학적 토대
바움(Gregory Baum)은 개신교 신학자와 함께 화해에 대한 여러 활동가들의 글을
공동 편집할 행운을 갖었다. 그는 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읽으면서 개신교
와 천주교의 화해의 이해에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38) 슈라이터는 이 통찰을 이어
받아 신학적으로 좀더 발전시켰다. 그는 아래의 로마서 5:6~11을 개신교 화해 신학의
32)
33)
34)
35)
36)
37)
38)

로버트 슈라이터, <화해의 사역> (2004), 162.
위 글, 31.
위 글, 20.
위 글.
위 글, 34.
위 글, 21.
Gregory Baum, "A Theological Afterword," in Gregory Baum and Harold Wells(eds.),
The Reconciliation of Peoples: Challenge to the Churches, (Maryknoll, NY: Orbis Books,
1997), pp. 18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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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성서적 구절로 제안했다. 그는 개신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칭의)의 결과로서의 화해”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았
다.39) 이런 화해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케 하시는 그분의 죽음에 초점이 있는
화해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보는 강점이 있다는 슈라이
터의 평가이다. 특히 언약 신학(a theology of covenant)이란 관점에서 볼 때는 더욱
그러하다는 평가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
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
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
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
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로마서 5: 6-11, 개역개정),

캐나다 토론토의 카톨릭신학대학교의 신학 교수로서 슈라이터는 천주교의 화해
이해를 따라 기술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화해의 결
과로 인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다고 이해한다.40) 천주교의 강조
점은 “새로운 피조물”에 있다는 것이다. 천주교 화해 신학의 전통적인 구절은 고린도
후서 5: 17~20이라고 제시한다.4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
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
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
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

39) 로버트 슈라이터, <화해의 사역> 임상필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32. Robert
J. Schreiter,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Spirituality & Strategie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8), 14.
40) 로버트 슈라이터, <화해의 사역> (2004), 32.
41) Robert J. Schreiter,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Spirituality & Strategies(199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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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 17-21, 개역개정)

슈라이터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화해의 이해를 들면서 자신은 천주교의 입장을 지
지한다고 밝힌다. 그는 이러한 천주교의 입장을 따른다면서,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
지 않고 밝히기만 하고 넘어가고 있을 뿐이다.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눠 분파적으로 보
는 슈라이터의 개인적 신학적 특성이라고 보기에 개신교가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다음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필자는 개신교인으로서 20세기 최고의 신정통주의자로서 복음주의 신학자
인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서 두 본문을 이해한 것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왜냐하면, 필자가 보기에 위에 든 두 본문은 기독교의 화해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본문들로서 구속의 은총의 근거와 구속의 은총의 결과로서 통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말
한다.
위 로마서 5장 6-11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7-21절에 대한 바르트의 해석을 들여
다 보도록 하자. 바르트는 자신의 화해론에서 화해의 주도권과 결정적인 행동이 하나
님 편에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롬 5:6)에 대해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를 이
룸에 있어 인간이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계심을 의
미한다는 것이다.42)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이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셨다.
하나님의 아들은—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는 이러한 자신희생 속에서도—우리 자
리에 계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참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고소, 유죄판결 그리고 징벌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리
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실과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판결을
내릴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셨다! .... 또한 우리가 당한 고소, 유죄판결, 그리고
징벌을 당신의 것으로 떠맡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
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이루어진 우리의 화해(Versohnung)로 일어났다.43)

바르트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를 화해케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
생시키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화해”가 일어났다고 강조한다. 이런 내용은
슈라이터가 보는 입장이 맞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바르트는 그리스도론 사고를 하는
조직신학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유비를 토대로 신학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42) 칼 바르트, <교회 교의학> IV/1, 김재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128.
43) 위 글, 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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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화해의 실천
남북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화해의 실천은 간단하
지 않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높은 벽 앞에 통일의 소망의 마음이 한없이
크다고 해도 해볼 길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일을 기약하며 기다
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의 냉전 이데올로
기로 서로를 비난, 경계하며 공격하는 시대에서 점점 열린 시대에로 나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경제적 요소가 가장 중요시하여 필요하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 예전보다 더
쉽게 서로 무역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 글이 지향하고 있는 대상은 남남갈등의 주체와 남북 갈등의 주체인 북한이다.
먼저 남남갈등도 깊이 고민하며 화해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내적 작업와 외적 작
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쪽 내부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기독교인 끼리 서로 싸우고 헐뜯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스스로 보
기에도 안좋고, 국제적으로 북한에게도 협상력 약화를 가져오는 요소이다. 말은 이렇
게 하자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 갈등의 해결 차원
을 유념하며 접근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의 좋은 예가 벌써 설립 10년을 맞은 사단법인 민족통일연대이다. 이 단
체에는 보수 성향의 이영훈 목사와 진보 성향의 이만열 명예교수가 함께 상임고문명
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인 박종화 목사는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민
족공동체를 지향한다’는 큰 틀에서 통일 문제를 보려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
다.44)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지향하기 전에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포용을
훈련으로 여기고 잘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돕기 위한 단체나 활동에
도 꾸준히 참석하여 결실이 더디더라도 말이다.
또한 한반도의 두 주체인 남과 북의 화해를 통한 대화, 협상의 진척으로 남과 북
의 관계 개선, 교류의 활성화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어떻하든 찾아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교류없는 분단은 정말 서로가
다른 존재가 되어 통일을 통한 통합이 어렵지만 된다고 해도 통합체가 엄청난 어려움
을 겪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일 저항이 너무나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이 한반도의 번영과 발전에 지상과제라고 해도, 우리 주변 상황을 의식하면
서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대
통령께서 독일의 베르린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44) 강성만 선임기자, “진보-보수 대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론’ 공감대죠”, <한겨레> 2020.12.20.
[검색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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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신 것“처럼 북한의 이익에 위배되는 일을 자
제하며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천천히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내야 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꾿꾿
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독일의 예를 보면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남한이 여력이 되는 안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
록 최대한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선제적으로 사랑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가능한 그들에게 이익
이 되는 방향으로 그들을 대하며 진행해가는 영성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간
의 쌓인 증오와 미움을 화해해 가면서 정치적 통일은 빠르게 오지 않더라도, 남과 북
이 개방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
구하고 서로 공부하면서 우선 남한 만이라도 서로간에 이해도를 높힐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래서 70여 년의 분단으로 온국민들이 이질성을
찾는 대신 동질성을 찾고 유지해가려는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슈라이터에게 화해는 전략이기 보다는 영성이 우선적이라고 말한다. 화해는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곧, 화해가 일어나는데 심원한 영적 문제들과 관계가 있다
는 주장이다. 화해를 단지 전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기껏해야 부분적으로 성공할 기
술적 합리성과 같은 것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전략없이는 화해를 성취할 수
없다는 현실적 조건도 고려하여 개방적이고 철두철미한 화해의 영성이 요청되고 있
다.45)
화해의 실천으로 영혼의 돌봄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통찰에서 습관으로 굳어짐이 필요하다. 습
관은 성격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좋은 방편의 하나가 있다. 곧, 주일 대예배
에서 ‘죄의 고백’과 ‘사죄 확언’의 순서를 넣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이미 많은
개신 교회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으나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교회가 더 많은 듯하다.
이 일은 천주교의 ‘고해성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배에서 죄의 고백과 사죄를 행해왔다. 예배에서 주일마다 실천을 통해 신자에게 의
례(ritual)이 되어 이들의 영혼 속에 우리들은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아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은총관을 분명하게 형성하는 신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이런 예식을 통해 신자의 인간관계와 자연,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화해
의 손길을 펴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45) 슈라이터, <화해의 사역> (20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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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는 말
혹자는 한민족에게 통일은 구원과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의 일환으로 통일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지상과제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
이다.46) 이런 엄중한 선교적 현실에서 교회와 신학은 선교 사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
야 할 것이다. 요즘 교회가 정체기를 지나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
지고 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높이 들고 남과 북의 화해와 새로운 미
래 창출을 위해 선구자적 사명의 부름을 듣고 일어서 나가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한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화해를 위해 부름 받았
다. 한국의 교회는 대한민국 곧, 한반도의 분단조국에 보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
다.47)
남과 북은 이제 체제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
1902-1994)는 한반도를 향해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분단을 심화해 온 거다.
지금부터 할 일은 통일을 의도하지 말고, 분단을 심화하는 작업을 우선 중지하라”고48)
조언했다. 물론 남북의 화해는 남한만의 노력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가 분명하
다. 갈등의 당사자인 북한 역시 화해라는 시대적 요청에 상응하는 사고의 전환과 실질
적 화해적 행위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남북화해와 이로 인한 평화가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동안 짝사랑을 할 수밖에 없을 운명에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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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목회 신학적 고찰: 돌봄
목회 기능의 하나인 화해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 홍 근 박사
(한세대학교 / 실천신학 / 상담)

발표자는 코로나 19와 남북의 냉전 상황 속에서 목회적 돌봄과 목회 상담학을 연
구하는 학자로서 우리 민족의 영혼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본 논문을 발표하였다. 우리
민족은 70년 이상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상태의 민족이
며, ‘하나였으나 이제는 둘이 되어가고 있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아파
하면서 권명수 교수님은 목회적 돌봄과 목회 신학이 제시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다. 왜냐하면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교
회는 신자와 사회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고 또 나름의 이바지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는
시대마다 적절한 영혼의 돌봄과 치유의 모습이 드러냈다.
작금의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어지
러울 정도이다. 최근 발표된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6위를 차지하였
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다음에 위치한다. 북한은 비록 20위 권
에 머물러 있지만,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였고 포 병력이 막강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
는 파괴력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다. 이러한 시국에 아파트 한 채에 50억을 호가하는
서울의 상황은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하루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교회는 이러한 난국에 처한 우리 민족을 바르
게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건만 코로나 19시대에 시민들에게 민폐가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민정신이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들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의 말을 믿고 본받고 쫓아가려는 의지가 더는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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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시국에 발표하신 권명수 교수님의 발표문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논평자는 몇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첫째, 남북은 조급하게 통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양국의 체제를 보장하고
교류하는 평화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즉, 통일은 조급하게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니
라 평화가 기반이 되어 교류가 일어난 후에 되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문재인 정
부의 기본 골격이기도 하다. 공감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는 않을 것 같다. 우리 역시 군사력 증강의 과제를 북한도 북한이지만 일본, 중국, 러
시아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반도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반도는 엄청난 화약고로 변해갈 것이다. 발표자는 평화를 위해서
화해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화해를 위한 첫 단추는 용서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용서의 신학, 혹은 용서에 대한 심리학적 체계가
있으시다면, 정리하여 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둘째, 발표자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주체는 북한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쪽 내
부의 목소리도 화해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다.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편향적 사고와 행동은 날 선 칼이 서로 부딪치는 것과 같다. 나아가서 기독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헐뜯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후의 희망마저 붕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나의 질문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표자는 클레비쉬와 재클의 화해의 기능은 용서
와 훈련(disciplin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훈련에만 강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훈련
보다 용서가 먼저라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화해가 훈련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력하고 훈련하는 인내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용
서와 훈련의 상관관계를 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셋째, 화해의 좋은 예로써 사단법인 민족통일연대를 들었다. 이 단체는 보수 성향
의 이영훈 목사와 진보 성향의 이만열 명예교수가 함께 상임고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인 박종화 목사는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민족공동체를 지향
한다.”라는 큰 틀에서 통일 문제를 본다. 이 단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
시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결과물이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란다.
넷째는, 슈라이터에게 화해는 전략이기보다는 영성이 우선적이라고 말한다. 화해
는 생활방식이 되어야 한다. 즉, 화해가 일어나는 데 심원한 영적 문제들과 상호관계
가 있다는 주장이다. 화해를 단지 전략으로만 생각하면,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적 합리성과 같은 것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전략 없이는 화해를 성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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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현실적 조건도 고려하여 개방적이고 철두철미한 화해의 영성이 요청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와 지도자는 극단적인 편향적 사고에 의해서 시민들
의 짐이 되고 있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기독교 영성 토대가 부실하기 때문이
라고 본다. 그렇다면 화해를 구축하기 위한 영성적인 기반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
지 답해 주시기 바란다.
다섯째 질문, 바르트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를 화해케 하시기 위
해서 당신을 희생시키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화해”가 일어났다고 강조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남북 간 화해와 대한민국 내
부의 화해와 일치에 적용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
권명수 교수님의 발표문을 논평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우리 시대에 민족과 나라
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실천적 영성가의 아름다운 자세를 볼 수 있어서 좋다. 공동체는
실천하는 영성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을 이룰 것이다.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밝혀 주는
일이야말로 실천신학자가 가져야 할 소명일 것이다. 그런 모습을 선배 교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서 행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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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목회 신학적 고찰: 돌봄
목회 기능의 하나인 화해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박 은 정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상담심리학과)

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아파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목회적 돌봄과
목회 신학이 한반도 상황에 제시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다. 왜
냐하면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기독교는 그 시대의 신자와
사회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고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독교는 각 시대마다
적절한 영혼의 돌봄과 치유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북한과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남북한은 70여 년의 분단 상황 속에서 세
계에서 유일한 분단 상태의 민족이며, ‘하나였으나 이제는 둘이 되어가고 있는’ 공동체
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1)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개인의 영혼을 돌보는 돌봄
목회(Pastoral Care)의2) 관점에서 기독교인과 일반 국민 영혼의 돌봄에 관심을 둔 목
회상담가와 목회신학자로서 한반도의 상황을 모른척 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이에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목회적 돌봄과 목회 신학이 한반도 상황에 제시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필자는 먼저 돌봄 목회와 화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돌봄 목회(pastoral care)와
이와 연관된 목회 신학(pastoral theology)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0세기 개신교의 대
표적 목회신학자인 스위스의 투르나이젠(E. Thruneysen)은 영혼의 돌봄인 목회
1) 방연상. "화해의 신학: 통일을 넘어 화해를 추구하는 교회와 신학의 역할, <신학과 사회>
32(1)(2018), 15 각주 #14.
2) 필자는 ‘Pastoral Care’를 ‘돌봄 목회’와 ‘목회적 돌봄’으로 번역하며 본문에서 같은 의미로 섞
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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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lsorge)가 각 개인에게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라는 바르트적
이해를 하고 있다.3) 미국의 힐트너(S. Hiltner)는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의 기능을 크게 3영역으로 정리하였다. 힐트너의 신학 체계에서 보
면 목회신학이란 기능 중심의 목양에 해당된다. 그에게 있어 목회신학이란 신학의 한
분야로서 ‘목양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형성된 신학이라고 정의한 치유(healing), 지탱
(sustaining), 안내(guiding)의 3가지 기능이 있다. 클레비쉬와 재클은 소외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새롭고 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목회
기능으로써의 화해와 용서, 훈련을 강조했다. 넬슨 테이어(Nelson Thayer)는 목회의
중요한 역할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전통과 삶을 통해 계시되
고 성서 속에서 계시된 거룩한 초월자의 차원을 향해 개방적으로 그들의 삶을 체험하
고 질서를 세우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찰스 거킨(Charles Gerkin)은 목회적
돌봄이란 개별 인간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경험에 응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
였다.4) 존 패턴(John Patton)은 ‘목회적’이란 단어의 이해를 좀 더 확대해서 영적 “탐
구”(quest)로 발전시켰다.5) 밀러-맥르모어(B. Miller-McLemore)는 그녀의 관계망 이
해에서 개인의 영혼 돌봄을 위해서는 대상이 맺고 살아가는 인간 관계망(the living
human web)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이 연결된 사회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실천신학의 개척자로 박근원은 미국의 힐트너가 신학을 논리 중심 영역과
기능 중심 영역을 구별하는 방식에 착안하여, 신학 활동은 종국에는 실천신학으로 귀
결되어야 한다는 힐트너의 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박근원은 교역
(ministry)의 장은 개인을 돌보는 목양, 교회를 돌보는 목회, 세계를 돌보는 목민(牧民)
의 3영역이 통전적으로 통합되게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6) 이기춘은 “목회신학이란
신학의 목회적 차원과 목회의 신학적 차원을 결합하는 학문”이라고 보았다.7) 목회신
학은 우주적 진리를 구체적 진리로 표현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우주적 진리가 구체
적 인간의 삶과 고통과 갈등에 표현되어 인간을 자각시킬 때에만 우주적인 동시에 구
체적인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화해의 이해에 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 번째
측면인 ‘통일에서 평화와 화해로’에서는 한반도에 통일을 향한 진전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통일 노력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지양하고 평화와 화해에 집중해야
3) Eduard T. Thurneysen, A Theology of Pastoral Care, Tr. by Jack A. Wiser Worthington,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62).
4) 찰스 거킨, 『목회적 돌봄의 개론』 유영권 옮김, (서울: 은성, 1999), 23-4.
5) 존 패턴, 『목회적 돌봄과 상황』 장성식 옮김. (서울: 은성, 2000).
6) 박근원, <오이쿠메네 신학실천: 박근원 신학 순례기>(2014), 217.
7) 이기춘,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8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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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화해의 의미’에서 화해는 개인의 차원과 집단의 차원이 존
재한다. 슈라이터는 개인적인 화해가 사회적인 화해를 육성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
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인 화해는 개인적인 화해로 환원될 수가 없다.8) 왜냐하면 사
회적인 화해는 집단 안에서의 화해이기에 다양한 구성원의 문화가 집약되어 있기에
개별적인 개인에게 반대로 적용되기 쉽지 않다. 개인 간의 차원을 제대로 다루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상 개인 차원의 화해 이해보
다는 사회적 차원의 화해 이해에 집중하였다. 화해는 고통과 상처의 단순한 회복에 그
쳐서는 안 된다. 슈라이터는 이전 상태의 회복에서 나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
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가 아닌, 이전
상태에 대한 새로운 의미나 차원을 발견하는 상태에로 나아감을 의미한다.9) 세 번째
화해의 이해로는 ‘화해의 신학적 토대’이다. 슈라이더는 로마서 5:6~11을 개신교 화해
신학의 대표적 성서적 구절로 제안했다. 그는 개신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
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칭의)의 결과로서의 화해”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
았다.10) 또한 필자는 개신교인으로서 20세기 최고의 신정통주의자로서 복음주의 신학
자인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서 두 본문을 이해한 것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로
마서 5장 6-11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21절에 대한 바르트의 해석에서 바르트는 자신
의 화해론에서 화해의 주도권과 결정적인 행동이 하나님 편에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
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
다”(롬 5:6)에 대해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를 이룸에 있어 인간이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계심을 의미한다는 것이다.11) 바르트
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화해”가 일어났다고 강
조한다.
이어서 필자는 ‘화해의 실천’에 관하여 고찰하며 긍정적인 예로써 설립 10년을 맞
은 사단법인 민족통일연대를 언급하였다. 이 단체에는 보수 성향의 이영훈 목사와 진
보 성향의 이만열 명예교수가 함께 상임 고문명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의 이사장
인 박종화 목사는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민족공동체를 지향한다’는 큰 틀에서 통일
문제를 보려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12)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지향하기 전에
8) 로버트 슈라이터, <화해의 사역> 임상필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158.
9) Robert Schreiter, Reconciliation: Mission & Ministry in a Changing Social Order
(Maryknoll, NY: Orbis Books, 1992), 60.
10) 로버트 슈라이터, <화해의 사역> 임상필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32. Robert
J. Schreiter,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Spirituality & Strategie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8), 14.
11) 칼 바르트, <교회 교의학> IV/1, 김재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128.
12) 강성만 선임기자, “진보-보수 대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론’ 공감대죠”, <한겨레> 2020.12.20.
[검색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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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포용을 훈련으로 여기고 잘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서로 쌓인 증오와 미움을 화해해 가면서 정치적 통일은 빠르게 오지 않더라도,
남과 북이 개방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한다. 이를 위해 연구하고 서로 공부하면서 우선 남한만이라도 서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를 통해 70여 년의 분단으로 온국민
들이 이질성을 찾는 대신 동질성을 찾고 유지해가려는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슈라이터에게 화해는 전략이기보다는 영성이 우선적이라고 말한다. 화해는 생활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곧, 화해가 일어나는데 심원한 영적 문제들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
이다. 화해를 단지 전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기껏해야 부분적으로 성공할 기술적 합
리성과 같은 것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전략 없이는 화해를 성취할 수 없다는
현실적 조건도 고려하여 개방적이고 철두철미한 화해의 영성이 요청되고 있다.13) 필
자는 화해의 실천으로 영혼의 돌봄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
며 이에 대한 좋은 방편의 하나로 주일 대예배에서 ‘죄의 고백’과 ‘사죄 확언’의 순서
를 넣는 일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필자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목회 신학적 고찰을 돌봄 목회
기능의 하나인 화해를 중심으로 논하기 위하여 먼저 돌봄 목회와 화해의 의미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이어서 화해의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 고찰한 뒤, 화해의 실천에 대하
여도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제 다만 본 논찬자는 본 고의 발전에 조금이나
마 기여하고저 필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필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란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 않은 남북의 갈등과 대립하고
있는 적대적인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신학은 남북 분
단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남북의 긴장 상황에서 직설적으로
통일을 말하기보다,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화해와 평화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필자
는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통일 이전에 다루어야 할 화해와 평화의 작업은 필자가 앞에
서 언급한 시편 133편 1절 말씀과 연결하여 어떠한 단계로 진행될 수 있을지 고견을
듣기 원한다.
둘째, 필자는 화해의 실천적 제안으로 예배에서 주일마다 영혼의 돌봄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좋은 방편의 하나로 주
일 대예배에서 ‘죄의 고백’과 ‘사죄 확언’의 순서를 넣는 일을 필자는 우선적으로 요청
하였다. 실제로 필자는 목회상담자와 목회신학자로써 오랜 기간동안 묵상에 관한 연구
13) 슈라이터, <화해의 사역> (20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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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필자가 학자이자 임상가로써 남북이 화해를 이루
기 위해서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목회상담적 묵상 이론과 방법을 제안해주시기
바란다.

- 467 -

- 468 -

논찬3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목회 신학적 고찰: 돌봄
목회 기능의 하나인 화해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주 상 락 박사
(명지대학교 / 실천신학 / 전도․선교학)

미국 박사과정 유학시절 필자는 ‘평화, 정의, 그리고 화해’(Peace, Justice, and
Reconciliation)라는 수업을 들으며 공공신학(Public Theology)과 공공선교학(Public
Missiology)을 연구했다. 필자는 그 수업을 한 일본 목회자와 함께 듣고 있었는데, 한
일관계에서 화해와 평화에 대한 그의 독특한 시각이 아주 흥미로웠다. 그는 이미 한국
을 위해 일본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때 모든 것을 보상했는데, 한국은 왜 계속 용서와
보상을 요구하느냐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사실 그의 독특한 생각은 조금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권명수 박사가 논문에 “죄의 용서는 선언이고 선포이며, 용서의 전제
조건은 고백과 참회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 고백과 참회는 거시적으로는 국가와 국
가 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백과 참회는 용서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만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그것이 잘 실천된 예를 찾는 것은 어렵다. 한국전 70주년을 지나가는
시점에 권 박사의 논문은 남북 간의 화해, 평화,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데 아주 적절한
논문이며 이 글을 읽는 동안 필자도 한국교회가 피스메이커로서 나아갈 도덕적 상상
력(moral imagination)을 고민 할 수 있어 좋았다. 필자는 논찬에서 논문의 공헌들을
언급 한 후 비 전공자의 시각, 즉 공공선교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들을 하고자 한다.
1.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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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논문은 목회신학적 접근과 공공신학을 접목한 간학문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를 통해 화해, 평화, 그리고 돌봄을 연구함으로서 융합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공공신학의 주제들은 목회신학 뿐 아니라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학, 그리고 선교신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확장되고 있다. 평화와 화해는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영역으로서 발전된다. 논문의 간학문적 접근은 분단 상황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융합적 학문연구와 실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논문은 공동체적(communal) 그리고 상황적(contextual) 시각을 통해서 돌봄
과 치유를 발전시키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2000여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각
시대 마다 기독교는 그 시대의 분위기에 걸맞는 방식으로 그 당시의 신자와 사회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고 또 나름의 기여를 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는 각 시대 마다 적절
한 영혼의 돌봄과 치유의 모습이 드러냈다”라고 언급한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선교학
과 목회상담학의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선교학은 문화적, 인류학적, 그리고 선
교적 해석학을 중요시 여긴다. 그렉 오케슨(Gregg Okesson)은 그의 책 공공선교학(A
Public Missiology)에서 인류학자인 크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두터운 기
술’(thick description)을 인용하여 공공의 영역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한다.1)
두터운 기술은 누군가의 행동을 볼 때, 문맥을 모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면에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란 특수한 상황에 대해 해
석학적 이해가 없다면 치유와 돌봄이 어렵다.
셋째, 논문은 통전적 관계(holistic relationships)에서 화해와 평화를 찾는다. 목회
상담학은 치유와 돌봄을 위해서 일반 상담학과 다르게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 뿐 아니
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발표자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
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 자연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언급하였고 개인적,
사회적 차원 뿐 아니라 화해의 영적인 의미까지도 정리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제안 및 질문
필자는 이 부분에서 비전공자로서 공공선교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화해와 관련 교회론적인 연구를 더 진행하길 제안한다. 발표자는 ‘나가는
말’에서, “한국의 교회는 대한민국 곧, 한반도의 분단조국에 보냄 받은 공동체이기 때
문이다”라고 강조한다. 필자는 이 견해를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필자가 주장하는 ‘선교적 공공교회론’(missional public ecclesiology)과 관련이 있기 때
1) Gregg Okesson, A Public Missiology: How Local Churches Witness to A Complex World
(Grand Rapids, MI,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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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영어로 ‘선교’(mission)는 라틴어 ‘보냄’(mitto)을 의미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들을 공공의 영역들(the public spheres)로 보내시고 그분의 선교(missio Dei)를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이것이 선교적 공공교회론의 핵심이다. 남북 간의 평화, 화해의
프로세스는 공공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공공신학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으며 이 부분에
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교회론적으로 더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갈등해결을 위해서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이 필요하다. 발표자
가 언급한데로 한국사회는 분단의 문제 뿐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 양극화
문제, 그리고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한다. 늘 갈등을 살펴보면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
며 평화와 화해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이때에 우리는 도덕적 상
상력을 통해 ‘대안적 의식’이 필요하다. 메노나이트 소속이며 평화 전문가인 존 폴 레
더락(John Paul Lederach)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것을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도덕적 상상력은 현실 세계에서 도전
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존재하지 않은 해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2)이
라고 설명한다. 지금 이 시점에 한국교회에게 화해, 평화, 그리고 정의를 위해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셋째, 화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다리 놓음이 필요하다. 미로슬라브 볼프
(Miroslav Volf)는 그의 책 ‘기억의 종말’(The End of Memory)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화해를 위해 깊고 어두운 협곡에 서 있는 대신에 적대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3)고 언급한다. 화해를 위해 ‘기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남북한에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기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기억들을 어떻게 다루며 화해의 다리를 놓는 것이 중
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다자간의 기억을 고려해서 다리를 놓아야 하지
않을까?
3. 결론
권명수 박사의 논문은 한반도 갈등과 위기의 시기에 한국교회가 나아갈 화해와
돌봄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비단 남북한의 화해 뿐 아니라 위드 코로나 그리고 포
스트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평화의 주체자로서 위험사회를 극복하
는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논문이다. 한국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

2) John Paul Lederach, The Moral Imagination: The Art Soul of Building Peac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IX.
3) Miroslav Volf, The End of Memory: Remembering Rightly in A Violent World(Grand
Rapids: Eerdmans, 20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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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영역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며,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야 한다.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룬 권 박사의 논문은 목회상담학 분야 뿐 아니라 공공선
교학분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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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발표
코로나 블루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목회상담적 고찰

이 상 현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상담심리학)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발생 후 이미 한해가 넘은 오늘날, 감염자는 전 세계로 확산되며, 인류
에게 또 다른 일상을 요구한다. 인간관계의 물리적 거리 뿐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히
는 상황은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혼란과 불안으로 치닫고 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
태의 발생원인과 치명적인 상황에 분노하며, 백신과 치료제의 부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절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코로나 블루1)를 경험하며, 실존적
으로 인간이 비존재의 위협에 직면한 존재로서 일상에서 간과했던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인식한다. 죽음과 삶의 세계를 예견하며 우울의 트라우마를 겪으므로, 무기력함
과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사회적, 개인적 갈등도 증가한다. 따라서 급속히 변화하는 삶
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
다. 걷잡을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인간 실존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삶의 의미를 정립함으

1)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코로나’와 우울감을 의미하는 ‘블루(blue)’를 합성한 신
조어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한 심리적 영향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
제불안,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감염증 스트레스로서 ‘코로나 트라우마’라고도 한다. 증상은 두통, 불면, 어지러움, 집중력부
족, 무기력, 호흡곤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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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국의 혼란에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함이다.
전염병 팬데믹과 인간실존의 인과관계에 대한 성찰과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가져할 태도 등을 살펴봄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신적 가치체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표면으로 부상하는 불안, 상실, 우울, 죽음의
의미를 고찰하며 인간실존의 한계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극복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무엇이 근본이 되며 오늘날 인간의 가치체계를 지배하는지 목
회상담적 관점에서 탐색함으로, 코로나 블루의 사회적 확산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제 불편을 감수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코로나 시대의 주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전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위기상황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는
자기자각과 함께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새로운 국면을 전개할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역과 함께 건강한 사회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코로나 블루의 극복을 위한
목회상담적 방향성 제시와 이에 대한 통찰을 통한 치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두려움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역경을 통과하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
는 현재의 상황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논하는 획기적인 사회발전에도 불
구하고 이세상이 결코 견고하지 않음을 통감하게 한다. 의료보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공황을 능가하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하며 개인들은 무기력함과 상실의 불
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이 사회전반으로 퍼지며 불안과 우울의
감염을 일으킬 때 교회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감염에 대한 정황보
다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딛고 설 반석에 대한 파악과 인식이다. 우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깊이 통찰할 때, 원치 않는 오늘의 상황을
극복할 합리적인 구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겪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대응을 준비
해야 한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
찰을 가짐으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불안과 우울의 치유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코
로나19 팬데믹의 사태를 경험하며 이로 인한 역기능이 우울로 반영되는 코로나 블루
현상에 대한 신학적 사유와 치유를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독교신앙의
관점에서 당면한 현실의 심리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시대를 아우르는 정신적 변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실존의 유한성으로 인한 비존재에의 위협에
도 불구하고 우울과 죽음의 공포를 넘어 새로운 존재로의 도약을 희망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현상에 관한 신학적 진단과 함께 코로
나 블루의 극복과 치유를 위한 목회상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의 총체적 혼
란과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의 현상을 직면하고 실존의
상황에서 겪는 고통과 상처의 치유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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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OVID-19와 인간의 실존
1. 팬데믹의 역사적 양상과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적인 혼란의 시기를 지나며 그 상황은 점점 심각하게 진
전되었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죽음이 세상을 엄습하고 갈
수록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 불안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역사에서도 지난날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2) 과거에 인류가 경험한 팬데믹 상황
을 돌아볼 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전 세계를 두려움으
로 몰아간다. 방역이 실시되는 일상의 생활에서도 부지불식간에 감염되어 죽음에 이르
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불확실성의 불안상태에 이르게 한
다. 나아가 격리에 의한 고립과 친밀한 모든 것에서 소외된 상태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공포와도 같은 것이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사회의 양극화현상은 두드러지
며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심각한 경제위기와 함께 무작위한 혐오가 횡행하고 있
다. 코로나 블루를 일으키는 불안과 우울을 동반한 부정적인 감정은 이웃을 의심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국가 간에도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면 경제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3)
결과가 오늘날 전 세계로 감염이 확대된 최악의 팬데믹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질병역사학자 크로즈비(A. W. Crosby)는 세계가 일일생활권에 접어든 오늘날, 지
구상의 모든 풍토병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노출되어 인류전체가 ‘전염병

2) 역사기록에 남은 가장 오래된 사례는 주후 165-180년에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 또는 갈레
노스 역병이다. 연루된 질병은 홍역이나 천연두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는 약5백만 명.
이후 유스티아누스 역병(주후 541-542)이 생겼다. 이는 동물(쥐)에서 벼룩을 거쳐 사람에게
옮겨진 선 페스트(Bubonic plague)였다. 2천 5백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14세기에는
흑사병으로 알려진 선 페스트가 발병해서 유라시아에 살던 7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은 것
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인구의 약 20퍼센트가 감소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콜레라
팬데믹이 여러 번 휩쓸어 백만 명 이상이 죽었다. 또 1918-1920년에 발병한 인플루엔자 팬
데믹은 2천만에서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1956-1958년에 발병한 아시아 인플루엔자는
2백만 명을, 1968-1969년의 홍콩 인플루엔자는 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2005-2012년에
최고조에 달한 HIV/AIDS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은 3천 2백만 명이나 되었다.
mphonline.org/worst-pandemics-in-history (accessed on 20 Mar. 2020), 존 레녹스/ 홍병룡
역,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아바서원, 2020), 12-15에서 재인용.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 1월까지 우한 전역에 퍼졌다. 바이러스가 우한시 경계를 넘
어서 파급되기 전에 차단 조치를 해야 했으나 주의경고를 발령하고 차단 했어야할 우한 당
국은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망설였다. 마크 호닉스바움/ 제효영 역, 『대유행병의 시대』
(서울: 커넥팅, 2020),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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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화’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세계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서 전염병의 대확산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재앙이라고 경고한다.4) 2020년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이 국내 첫 확진자가 되면서 시작된 한국의 코로나19 사
태는 전국의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어 지역별 확진자가 속출하고 무증상 감염자도 늘어
나는 상황 속에 끝이 예측되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
다. 작년 2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 전 국민이 코로나19
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 이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감염파동은 강한 전파력을
나타내며 전 국민을 공포를 동반한 분노와 무력함에 빠지게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즉각적이지만, 신경계에 대한 지속
적인 영향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와 함께 이미 코로나19 환자들의 여러 임상
에서 신경학적 손상증세가 나타났다고 발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5) 재난상황의 불
안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자가격리 등 일상적 생활이 중단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 크다. 또 무증상과 집단감염은 위험이 더욱 조장될 수 있어 신경증적
불안증상으로 심화될 수 있다.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행은 감염의 예방국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활동
의 제약으로 인한 우울과 상실감을 유발하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요구한다. 이
에 반응하는 개인은 불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감, 무기력감 등 다양한 유형의 심리
적 부담이 발생케 된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경제적 충격이 더해지면서 정신건강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그 영향은 상당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런
심리적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 관리와 생명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비대면적 관계를 지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 통제는 근본적인 인간의 관계성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의 그물망
안에서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자기를 실현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비대면적 관계상황
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관계적 존재로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실현하며 살 것인가를 고
민할 때, 삶 전반에 걸친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긍정적 삶의 변곡점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날 사회는 이기적인 자기충족을 위해 타인과 생태계에 대한 착취가 횡행한다. 이

4) 홍경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죽음’ 앞에 선 인간,” 『코로나 블루, 철학의 위안』, 박병준외
편, (서울: 지식공작소, 2020), 92.
5) 데이비드 뉴트(David Nutt) 신경정신약리학교수는 코로나19를 앓고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사
람들은 신경학적 손상여부에 대해 장기간 체계적으로 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트
는 영국의 보건단체가 코로나19 증상만 보고 있고, 두뇌의 신경학적 이상은 주목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우울증과 관련하여, 몹시 우려된다고 경고한다. BBC NEWS, “코로나19는 어떻
게 두뇌도 손상시킬 수 있을까?” (2020.7.4.), 접속 2020.11.29 https://www.bbc.com/ korean/
news-5328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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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인간의 오만을 멈추고 교만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을 확신하던
인간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직면해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다. 인간의 막
대한 부와 과학이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상실을 퇴치할 수 없으며, 우리 일
상의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발생장소의 폐쇄와 동선을 따른 대규모방역 등이 실시되며 또한 그 영향
으로 가정경제와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손실과 함께 경영악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이 불안한 상황에서 한편, 사람들은 마스크착용과 가림막 설치 등, 방역지침의 사회
적 약속을 준수하면서 긍정적인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공동체 삶의 근거를 이해하려는 수용의 반영이다. 곧 사회적 국
가적 단절과 상호간의 불신, 인종적 편견 등의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팬데믹 사태는 개
인의 문제 상황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현실파악과 함께 정보의 공유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총체적 혼란과 불안한 세태의 우
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신체
적 접촉의 문은 닫힌 중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는 희망을 갖고 코로나 블루현상으로부터의 자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수차례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있었으나 기독교 공동체
가 있던 곳의 사망률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
내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전염병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교회역사가 폰티아누스(Pontianus)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증언한다. 또
사회학종교통계학자인 로드니 스탁(Rodney Stark)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던 도시
의 사망률은 다른 도시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6) 당시의 세태와 달리
믿음으로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던 그들의 행위는 이교신앙으로부터 많은 사
람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역병은 이방종교와 헬라철학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었던 반면, 기독교는 왜 인류가 이런 사태에 봉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과 함께 때로는 희망찬 활력적인 미래상을 제시했다.7)
즉,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은 훌륭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는 월등히 높은 생
존율로 나타난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2-3세기에 전염병이 퍼지자 사람들 사이
6) 또한 최근 리맨 스톤(Lyman Stone)은 “기독교는 지난 이천년 동안 유행병을 다루어 왔다.”
는 글에서 로마제국의 4분의 1을 죽일 뻔 했던 2세기의 안토니우스 역병 때 그리스도인들의
돌봄을 통한 헌신의 결과로 기독교의 확산이 일어났다고 한다. 또 3세기에 키프로스 역병이
위기를 일으켰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감염자를 돌보는 헌신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결과
로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증언한다. 존 레녹스,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
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73-74.
7) 로드니 스타크/ 손현선 역,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20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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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가, 그들을 간호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자신은 죽기도 했다. 죽음을 초
월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믿는 강한 믿음이 그들을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했으
며, 담대함으로 버림받은 감염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한 것이다.8)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우울한 현 상황에서도 역사상 드러난 인간의 초월성에 의거해 새로운 도
약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세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수많은 유럽인들을 죽음에 빠뜨
렸지만, 당시 유럽의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범국가적 대재난이 사회의 시대적 각성과 삶의 혁신적 변화를 촉구한 것이
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생활방식을 도입
할 선행적 탐색과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사회현상에 따른 거리두기와 심리적 방역
멀어진 사회적 거리9)는 심리적 안전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사회적 관
계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우울과 불안지수는 높아지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 위험도는 급격히 상승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코로나19 우울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10) 사회활동
의 위축으로 의욕상실, 무기력감,

우울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더해져 이제는 분노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코로나 블루의 원인은 감염위험의 불안과 외부활동차단에 따른 고립감과 소외감이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격리로 인한 소외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염에 대한 불안
과 함께 타인을 감염시킬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우울을 유발한다. 이런 것은
자책감과 고립, 자기비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해소해줄 수 있는 심리적 방역의 중
요성이 부각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로나 블
루는 우울증을 일으키며,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8) 톰 라이트/ 이지혜 역, 『하나님과 팬데믹』 (서울: 비아토르, 2020), 111.
9) ‘사회적 거리’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이 저서 『숨겨진 차원』
에서 ‘근접공간학(proxemics)’을 설명하면서 소개한 개념이다. 홀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공간
을,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등 네 가지 ‘임계거리(critical
distance)’로 분류했다.
10) 연세대 소셜오믹스 연구센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집단우울경향지수’를 개발해 코로나
19와 사회적 우울함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DSM-5 기준에 따라 우울증 정도를 판단한 자
료에 의하면 지난해 1-3월 평균 9.7이던 우울경향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강
화된 8월 평균 우울경향지수는 15.9로 급상승했다. 동아일보, “코로나 우울지수- 월별평균
집단우울경향지수,” (2020.9.28.), 접속 2020.12.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
20200928/103165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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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기도 한다. 이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공황장
애 등으로 고통 받는 사례와 함께 신체의 조그만 변화에도 감염을 의심하는 코로나
포비아 현상이 발생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나친 불안과 강박은 자기 자신의 정신
적인 균형과 심리적 안정을 일상생활에서 유지할 수 없도록 작용한다. 우울, 불안과
함께 왜곡된 분노가 악화되어 일상에서 화로 표출 될 때,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 등
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제 방역을 위한 현황을 관리하는 것처럼 코로
나 블루의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시점으로. 초유의 비대면 시대를
맞아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방식이 변화되면서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
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더욱 외로움과 소통의 단절을 겪게 된다. 이러한 세대 간
문화격차와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새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직격탄을 맞은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으
로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노동자와 노약자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은 더 크다. 또
비대면 교육과 재택근무, 외출자제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가족 간 불화
를 겪기도 하며 사회적 우울현상이 점점 퍼지고 있다. 우울에 민감한 사람은 사회적
고립과 개인의 직접적인 소통이 제한되는 상황을 극복하기가 더욱 어려우며, 코로나19
가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불안감이 집단감염을 통
해 사회구성원 전체로 빠르게 증폭,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취약계층과 사회전반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지지로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
하기 위한 심리적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은 증상이 일시
적으로 나타났다가 충격원인이 사라지면 점차 완화되기도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장기
적인 사태는 이차적인 더 심한 정서불안을 유도한다. 인간의 기억과 예측기능은 스트
레스 상황을 기억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위험 속에서 재충격의 두려움이나 위험이 점
점 더 다가오는 것 같은 불안을 강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
기화되면서 바이러스의 방역과 함께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
라서 이미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블루에 대처하는 사회와 교회의 자세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3. 코로나19 사태와 인간 실존의 현상
인류의 재난은 문명과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의 위
기상황에 처한 우리는 인간 실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불안과
소외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러한 두려움과 우울의 극복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새로운
관점의 가치체계가 요구되므로 이를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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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독교는 현실과 인간의 상태가 마땅히 바람직한 본래적 상태가 아니라 초극되고
구원받아야 할 상태며 비본래적 상태라고 진단하는 점에서 동일한 견해를 갖는다. 인
간의 분열과 갈등, 이것을 극복, 화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점에서 실존주의와 기독
교는 견해를 같이 한다. 인간실존의 이해를 위해 신학자 틸리히(Paul Tillich)는 실존
주의 철학과 심리학의 연구를 활용하여 인간의 실존상황을 분석한다.11) 또 인간에게
는 실재가 주관과 객관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주관세계를 가리켜 물질의 영역과 구별된 가치들의 앙상블이라고 한다.12) 우리는 자
신의 존재와 그가 처한 상황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그
의미의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실존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정립하게 되는 것
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 범죄 함으로 본질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
어 실존의 곤경가운데 처한 아담의 소외, 곧 이러한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새
로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되었다. 본질이며 실존이기도한 예수는 십자가상에
서 실존적 소외에의 참여와 부활로 소외를 극복함으로써 인간이 소외와 불안을 극복
하고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다.13) 이는 새로운 존재의 힘이 소외된 실존의 모든 공격
을 극복하고 인격적 삶으로서 드러난 것이며, 또 실존적 자기파괴를 스스로 짊어짐으
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다.14) 이러한 희생적
사랑에 대해 틸리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존적인 소외의 죽음을 극복한 사건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났다고 한다.15) 심층심리학과 연관해 실존주의는 이러
한 상황을 불안, 공허, 무의미의 견지에서 상세하게 기술해 주었다.
만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음’(having

to

die)에 맡겨진다면

비존재

(nonexistence)에 대한 본질적인 불안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변형된다. 비존재에 대한
불안은 모든 유한한 것 속에 현재하며 삶의 전 과정에서 강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불
안은 소외와 죄책의 요소에 의해 야기되는 잠재적인 영원성의 상실로서 경험된다.16)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전 인류를 불안과 우울의 상태에 빠지게 하
며 부조리의 현상을 경험하게 한다. 안녕과 장수를 향한 인간의 추구가 허상일 수 있
음을 감지하며 부조리한 삶의 실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전염병 팬데믹에서 가장 부조리하게 경험되는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며, 죽음불
11) 김경재, 『폴 틸리히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273.
12) 제임스 사이어/ 김헌수 역,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1), 164.
13)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Ⅱ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126-127.
14) 김균진, 『20세기 신학사상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281.
15)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Ⅱ, 153.
16) Ibid.,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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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존재와 관계의 상실감을 유발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자신의 내적중심을 지키는 자기가치감은 정신적 수준을 상향시킬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 삶이 외적인 요소에 의해 뿌리째 흔들림을 경험한다. 생명의 위협과 단
절된 인간관계 등이 삶을 압박하며 개인에게 부가되는 고독과 소외는 실존소멸의 위
험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7)
또한 감염의 위험은 삶을 불안과 공포에 이르게 하며, 정서적 불안은 우울과 무
기력을 경험하게 하고 신경증적 증상으로 나타날 때 인간의 실존을 절망으로 향하게
한다. 팬데믹과 관련해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실존을 성찰하면, 존재론적인 무
앞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할 때, 인간의 한계와 죽음의 실체에 대해 직면하게 된다. 삶의 의미는
죽음에의 숙고를 통해서 드러나며 회피할 수 없는 비존재로의 위협으로서 죽음을 인
식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
의 의미에 부여된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초월적 섭리의
존재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객관세계의 사실이 아
니라 자신이 통제가능한 주관세계의 의식이다. 코로나19사태로 재구성된 객관세계는
인간과 대립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인간에게는 부조리하게 인식된다. 객관세계의 부조리
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주관세계의 의미의 가치를 지향할 때 코로나 블루의
영향력은 배제될 것이다. 인간실존에서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자기각성, 자기이해, 자
기실존과 관련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할 때 가장 심각하게 자기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가 불행한 사건인 것은 분명
하지만, 인간의 자기됨의 관점에서 보면 실존론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일상의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로 다가오는 존재 상실의 위협에서 현실을 거부하지 않
고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18) 따라서 각 개인의 실존을 인정하면서 상
호간 포용하려면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배려와 긍휼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때 타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화합할 수 있다. 이러
한 화합이 개인에서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개방될 때 코로나 팬데믹으
로 인해 신경증적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블루의 정신적 바이러스도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다.

17) 최성환, “코로나19 이후 시대 행복 찾기; 상식에서 생겨나는 행복 가능성,” 『코로나 블루,
철학의 위안』, 박병준외 편 (서울: 지식공작소, 2020), 4-5.
18) 박병준외 7인, 『코로나 블루, 철학의 위안』 (서울: 지식공작소, 2020), 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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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코로나 블루의 내재적 요인과 신학적 성찰
1. 불안과 두려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불안은 개인의 내적 문제뿐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또 사회의 제반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블루로 증폭되고 있다. 불안의 존재
론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며 존재와 비존재에 관한 문제는 불안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
해할 수 있게 한다고 보는 메이(Rollo May)는 “불안은 나의 존재 근거에 대한 위협으
로서 비존재의 위협을 절박하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19) 인간의 삶을 고통스
럽게 하는 본질적인 불안의 원인은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 또는 무에서 기인하는 것이
다. 비존재의 위협으로 인한 불안은 존재가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비존재를 인식하는
상태이며, 비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인식이다. 불안은 곧 유한성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신을 유한성으로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20)
유한성의 범주는 존재와 비존재와의 이중적인 관계성을 통해서 존재론적인 특성
을 드러낸다. 이 범주들은 존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실존하는 모든 존재들을 위협하
는 비존재를 드러내며, 유한성의 형태들로서 존재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통합한다.21) 죽음의 불안은 인간 실존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안은 비존재에 제약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불
안이 이러한 존재론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은 인간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간의 실존적 문제는 존재론적인 유한성과 관련하여 불
안과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불안을 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불안 속에서 인간이 평안
을 찾는데 기독교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불안이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
을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단절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인간의 불안이란 존재의 근원과
관계성이 끊어져버린 상태에서 생성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과 접촉
될 때에 불안을 극복하고 안식과 평안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블루의 상황에
서 목회상담적 의미에 있어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치유와 회복을 준다는데 의의가 있
다. 틸리히는 불안장애의 정신병리를 소외, 즉 하나님과 분리로 인한 불안이라고 본다.
19) Rollo May, The Discovery of Being,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4), 109.
20) 이것은 비존재에 대한 불안이며 유한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다. 실존적
이란 비존재가 자신의 존재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잠재적인 인식을 가져다준다. Paul Tillich, The
Courage to Be,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34.
21)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Ⅰ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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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은 곧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불안은 하나님과의 분리됨, 즉 소
외로 인한 것으로 우울과 상실, 절망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신적 중심
으로부터 실존적으로 소외되어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을 통해볼 때, 인간은 자신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결과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불안과 두려움의 절망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단절 상태를 의미한다.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결과, 인간은 죄책감과 실존적인
비참함을 느끼며 자신을 비롯해 타인들과의 관계도 틀어진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신앙에 의한 존재의 용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 거할 때, 실존
에 처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되며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인간을 두렵게 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실존적인 불안을 극복하고 파생된 불안장
애의 제 증상들은 치유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연합할 때 불안과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회복은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한다. 곧
내담자가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므로 불안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틸리히는
인간실존의 모순과 분열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새로운 존재를 말하며, 이 새로운 존재
가 그리스도 예수로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셨다고 함으로써 인간실존의 질문에 대
한 답변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한다.2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안을 직시할 때 인간은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정한 자기로 회복될 수 있다. 곧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용기를 가질 때 인간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결국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으로 인한 실존적 공허와 절망 등의 심층적 정서는 인간이해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느냐,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두느냐의 문제이다.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려면 비
존재를 극복하는 존재자체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
대적 신앙만이 비존재의 위협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진정한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2. 소외와 상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는 인간내면에서 자기소외(self-alienation)를 초래하며 자
아분열 상태까지도 이르게 한다.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소외된 결과, 인간은 죄책감과

22) 새로운 존재는 실존의 조건들 속에서 본질적인 존재이며 본질과 실존을 극복한 존재이다.
또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
이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성령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Paul Tillich, Systemic
Theology, vol.Ⅱ,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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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적인 비참함 가운데 자신과 타인에게서도 소외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로 인해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실직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형적 상
실과 일상적 만남의 제한을 포함해 죽음으로 인한 관계단절의 관계적 상실이다. 또 사
회생활에서의 기회의 상실과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은 심리적 내상을
가져오는 상실이며, 방역대책으로 교회활동이 제한됨은 영적인 상실이다.23) 불안과 함
께 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상실과 소외를 더욱 양산시킨다. 방역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 홀로 맞는 죽음의 공포와 가족의 죽음을 임종 후 통보에 의해서 직
면하는 상실은 절망적 상흔으로 내재된다. 이같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죽음은 격
리와 고립과 함께 소외를 경험하게 하고 죽음의 고독을 개인적으로 감내하게 하며, 그
로인한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에게 안전하게 공급되고 상용화되기 전에
는 안전지대란 없다. 전 세계 곳곳에 감염의 위험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외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퀴블로
스(Elisabeth Kubler-Ross)는 상실감을 연구하며, 죽음의 과정과 관련된 상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부인,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한다.24) 또
한 소외로 인한 외로움은 게임중독, SNS중독, 음식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 증세를 일
으킬 수도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의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소외와 가족의 죽음
을 비롯한 심각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에
또한 삶의 가치와 의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자신이 느끼는 우울
감은 무엇인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상실로 인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사
고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소외와 상실의 상황을 맞아 감정조
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안정된 정서와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가족이나 절친한
이웃이 코로나19의 감염으로 병상에 있거나, 죽음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상
실을 경험한 경우는 소외에 대한 심리적 손상이 더욱 크다. 코로나19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소외와 상실과 관련된 탄식 속에 있다. 우리는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
게 주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인내해야만 한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일상을 맞을 때에 소외의 고통을
이기고 긍정적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바이러스의 파괴력은 과학을 불러내 인류의
비상사태에 응답하도록 요구하며, 또한 그 파괴적 기세는 신학적 답변을 요구하는 지
금, 우리는 인간의 자아와 자기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경험한다. 이같이 심각한
23) 장보철, 『코로나19 치유 핸드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15-22.
24) 백성희외 4인, 『호스피스 케어』 (서울: 정담미디어, 200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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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우리에게 성경을 다시 읽음으로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요청한
다.25) 우리는 팬데믹의 위기에 직면해 간구할 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시편 91:3)는 말씀을 통해 응답과 구원을
베푸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같이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교회를 통해 확신하고 공유하는 믿음, 사랑, 소망은
자기 자신과 가족, 이웃, 사회로 확대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견고한 유대감으로
증폭된다. 이러한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만연된 코로나 블루의 우울로부터 인간이 회복
해 나가는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와 마음의
총체적 고통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거하여 소외와 상실을 극복하고 종국적 구원을
소망하게 된다. 병리적인 불안을 일으키는 소외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존
재의 힘을 회복할 때에 상실과 소외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외된 실존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동행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
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간이 존재
의 근원을 찾아 자기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창조적으로 자기를 실현함으로
소외와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다.

3. 우울과 무의미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기의식이 가중되며 코
로나 블루 증상의 환자도 속출해 우울증과 심인성장애 등의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급증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 있는 우울증의 심화
는 자살률의 증가로 이어진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
로나 블루를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사회적 소통의 욕구는 인간실존의 기본적 욕
구이다.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공생하는 인간의 속성과 어긋나는 비대면 관계와
만남의 제한은 삶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심한 우울과 삶
의 무의미는 코로나 블루의 현상으로 작용한다.
우울과 무의미를 유발하는 현대인의 정신병리 뒤에는 인간의 공허감과 무기력감
이 자리 잡고 있다고 메이는 말한다.26) 또 프랭클(Viktor Frankl)은 아우슈비츠수용소
의 체험을 통해 동일한 극한상황에서도 사람마다 그 반응이 상이함을 경험하고, 의식
하는 존재로서 태도를 선택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제기한다.27) 그리고 의미의 상실
25) 월터 브루그만/ 신지철 역,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20),
18-21.
26) Rollo May, Man’s Search for Himself,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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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실존적 공허와 실존적 신경증에 대해 언급하는 프랭클은 임상의로서 생의 무
의미함과 상실과 연관된 불안을 가지고 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남을 주목하며,28) 그가
창안한 의미치료를 통해 내담자들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새롭게 적응하기
위한 삶의 의미를 추구할 것을 제시한다.29)
코로나19는 우리가 우울과 무의미의 문제에 직면하게 한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
를 발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와 책임, 자기각성과 참 만남이다. 어떠한 상황
이 자기에게 일어나든지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지의 자
유이다.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생명 또한 인류를 위해 더 큰 목적이 있다면 그 존재는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30)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신앙은 궁극적인 의미의
원천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의 상황을 이해하게 해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영적치유와 희망의 근본적인 원천이며, 그것은 안녕의 필수요소인 심리적 정서
적 지지를 제공하는 우울과 절망의 치료책이다.31)
코로나 블루는 우울과 무의미로 존재를 위협한다. 삶의 무기력함과 상실로 인한
의미의 결여와 죽음의 공포는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이미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 사회적 폭력과 폭동 등으로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해 겸허히 애통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비와 긍휼로 연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창의
적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블루로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는
여러 희생자들에 대한 돌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지속될 수 있으며, 우
울을 극복하고 치유에 이르기까지는 적극적 경청과 공감을 통한 섬김의 인내가 요구
된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며 눈물을 흘린 것 같이(요한복음 11:35) 우리도
타인을 위해 애통하며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에, 자신의 내면을 잠식하였던 우울과 존
재의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이타적 삶으로 관점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4. 비존재의 위협과 죽음
27) Viktor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Beacon Press, 2006), 79-80.
28) James C. Crumbaugh, "Frankl's Logotherapy: A New Orientation in Counseling,"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10 (1971), 383.
29) Richard Nelson-Jones,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ling and Therapy, (London: SAGE
Publications, 2006), 236.
30) 당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외부 공개를 주도한 우한중심병원
의사 리원양은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되어 두 달 후 사망했다. 그는 전염병 확산의 저지라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의 신체적 건강조차 내려놓았지만, 공익을 위한 그의 삶은 자신을 유의
미한 존재로 규정한 것이다.
31) 마티아 페라레시, “God vs. Coronavirus,” in The New York Times (10 Mar. 2020), 존 레
녹스,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19-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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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학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이다. 더욱
감염에 의한 죽음은 편견을 일으키고, 고독과 불안을 자극한다. 죽음불안이 지속되면
정신분열증으로 심화될 수도 있다.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죽음을 설명하기 위한
근본 개념으로 죽음충동과 그것을 극복하는 삶의 충동을 제시했다. 삶의 충동이 죽음
충동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유도하지만 살고자하는 욕망이 너
무 강하면 타인에게 분노와 책임을 전가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극단적인 병리적 상태
에 빠진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정신분열화는 문화적 현상이 되어 갔으며, 코로나 사
태에서 가속화를 낳게 된다. 이런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집단과 개인 속에서
더 심각한 분열 또는 파편화의 악순환이 발생케 한다.32)
또한 얄롬(Irvin Yalom)은 인간의 근본적인 갈등에 대한 궁극적 관심으로서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를 제시한다. 이는 개인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실존적인 역동적 갈등
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궁극적 관심은 죽음이다. 스피노자
(Baruch Spinoza)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인간의 존재에서 존속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자각과 계속 살고자 하는 원함 사이에 있는 갈등이
다.33) 이런 관점에서 얄롬은 죽음불안에 대한 정신병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숨겨진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권장한다.34)
얄롬에 따르면 죽음불안에 대한 억압은 반드시 정신병리 현상을 야기 시킨다.35) 곧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도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공포를 일으키며
비존재의 위협으로 반응된다. 자신의 존재가 언젠가는 사멸될 것이라는 죽음의 불안은
가장 근원적인 정신병리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죽음에 대한 논의는 삶의 종말로서의 죽음이 나에게 어
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있다. 의학이 죽음의 공포를 일시적으로 잊게 해주는 처방은 내
릴 수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제공하지 못한다. 죽음을 대하는 인간
의 실존적 태도는 각자에게 죽음의 본질에 직면해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본질, 즉 본
래적인 자기 존재를 성찰하기를 촉구한다.36) 이에 따라 내면화된 죽음을 개인의 주체
적인 내적체험으로 수용할 때, 죽음의 자각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다. 코로나 블루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은 격리 등 소외상황에서 인간이 죽음불안을
32)
33)
34)
35)
36)

박병준외 7인, 『코로나 블루, 철학의 위안』, 173-178.
어빈 얄롬/ 임경수 역, 『실존주의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12), 19-20.
어빈 얄롬/ 이혜성 역, 『보다 냉정하게 보다 용기 있게』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 35.
어빈 얄롬/ 천성문, 김창대 역, 『치료의 선물』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0), 44.
죽음은 인간의 참된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서 삶의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요소가 된
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은 야스퍼스(K. Jaspers)의 말대로 실존의 거울이며, 참다운
실존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조건이 된다. 박병준외 7인, 『코로나 블루, 철학의 위안』, 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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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으로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죽음불안의 치유를 위한 접근은 영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으로 규명되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목회상담은 성경을 비롯한 풍부한 기독교적 자원을 이용해 죽음불안을
극복하게 함으로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신적 피폐함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을 감당하
게 된다. 곧 인간이 죽음불안으로 경험하는 비존재의 위협이 비존재를 극복하는 존재
의 물음과 죽음불안을 극복하는 용기의 물음을 묻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해답이 된다.
인간은 비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존재 자체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의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존재론적 용기로 인하여 인간은 죽음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즉, 비존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죽음불안 속에서 인간은 실존하지만, 그러나
인간 실존은 새로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와 능력과 사랑 속에 참여함으로써
그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옛사람의 갈등적인 삶의 구조를 극복하고 구원받은
존재, 곧 건강하고 온전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IV. 코로나 블루의 극복을 위한 목회상담의 실제와 방향성
1. 사회이슈 변화와 존재의 용기
모든 생명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이나 오늘날 자연과 인간의 생명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자연생
태계의 경고가 코로나19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정신과 윤리적 선의 추구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규
범과 약속의 의미를 상고함으로 오늘날의 현상을 절망에서 생명의 체제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체제를 바꿈으로서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부젠탈(James Bugental)은 심리치료의 과
정을 개인의 존재양식에 대한 통찰과 이해, 치료적 만남의 내면과정, 자신의 실존과
경험의 잠재력 실천, 자신의 정체성과 인격에서의 자유, 새로운 세계에의 개방으로 제
시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구상한다.37) 또한 틸리히는 하나님
의 존재의 힘에 의거한 존재의 용기를 신학적으로 제기한다. 개별화된 자아로서 존재
론적 자기긍정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용기를 가질 때이다. 이 관점은 우리가 하
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져야할 용납됨을 받아들이는 용기다. 인간은 존재론적 유한성으
로부터 스스로는 자유 할 수 없으나, 용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 용서
37) James Bugental, "The Third Force in Psycholog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vol. 4, (196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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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받아들일 때 비존재의 위협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안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절망적 상황에서도 나의 존재가 다시 생기를 찾고 생명으로 전환하는
창조적인 내적 활동을 통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가 빚은 혼란과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존재의 힘인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삶의 모순과 역설을 이해
하면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고 일상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
기를 낼 수 있다. 용기란 새로운 지평을 여는 행위이자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행
위이다.38)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울로 침잠된 일상에 대처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존재의 용기로 나아갈 수 있다. 불안한 오늘의 상황과 우울한 자신의 삶을 바
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킴으로, 적응되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부조리를 극복
하고 존재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신뢰를 회복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마음의 상
처와 우울을 유발하는 코로나 블루 극복의 물꼬를 틀 수 있으며, 약자와 약소국에 대
해 배려할 수 있을 때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따라서
무기력함과 무의미함을 이기고 존재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기성
찰과 이를 근거할 신앙적 지지가 요구된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인한 코로나
블루의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선 실제적 차원에서
의료적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한 행동을 실천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과 정신이 부정적 정서에 감염되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신에게 적절한 여러 분야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더욱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읽기와 묵상의 나눔, 일상의 기도와 시대를 위해 애통하는 간구 등으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39)
불안과 우울, 상실,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목회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성숙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용기를 갖고 코로나 블루의 신경증적 장애를 극복하며
마침내 참 평안을 소유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가
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에도 우리는 치유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돌봄 사역을 통해 코로나 블루의 극복을 기대
할 수 있다. 시대별로 지역별로 상황은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탄식과 기도와 헌신
으로 우울과 절망에 침잠된 사람들이 존재의 용기를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38) 홍경자, “부조리의 시대, ‘나’로 존재하는 용기,” 『코로나 블루, 철학의 위안』, 25-26.
39) 실례를 들면, A교회에 속한 30대 후반 부부 4가정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위험과 지속되
는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꾸준히 성경읽기와 묵상의 나눔, 중보기도를 온라인으로 실행함으
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주일날, A교회의 유튜브 온라인 예배
를 같이 드린 후, 이어서 줌을 통해 함께 소그룹예배 형식의 말씀 나눔과 중보기도와 친교를
갖고, 마지막에 그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 믿음의 성장과 함께 성도
간의 친밀감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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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사고의 변환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새로운 관계설정과 삶의 정화
삶의 정화는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와 상관관계이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
의 상황에서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범주와 지평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한 정신적 가치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규정함으로 우리
는 새로운 정신적, 제도적 변혁을 구현할 수 있다. 감염의 불안으로 언택트 문화가 일
상화됨에 따라, 타인과의 연대감을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삶과
존재를 인정하는 배려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소외로 고립될 수 있는 사람들의
우울을 치유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위기와 서로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이 있
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일 뿐 아니라
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최고의 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한 비
존재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원해지며 방만한 문화를 추구했음을 돌이키고, 잘못된 시선을
돌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불안과 상실과 우울의 코로나블루 상황은
재설정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제기하는 핵심적 요구는 대화를 통한 관계성의 회복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회복하는 것에서 사랑은 완성되고 온전한 의미를 가지게 된
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간에 의미의 주고받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완
성된다.40) 이같이 인간관계도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성장을 위해 연합되는 관계인
것이다. 존재론적 탐구에 근거해 나와 타인과 자연을 아우르는 보살핌의 관계맺음을
형성할 때, 코로나 블루는 극복되며 치유될 수 있다.
한편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범죄 함이
다. 이는 창조주에 맞서 피조물의 뜻을 주장하는 사고의 틀이며, 자신의 이기적인 세
계관을 중심에 놓는 것으로 죄의 본질이다. 이러한 죄와 절망을 극복하는 탄식과 부르
짖음에 대한 예로 구약의 바벨론 유수의 추방에서 새로움에 대한 희망의 사례를 볼
수 있다. 과거 모든 것들과 단절되는 추방은 또한 희망의 배경이며, 예레미아애가의
탄식 이후에 희망은 이루어진다. 또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외치는 예수의 목소리가
부활의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탄식이다. 버림받고 십자기에 달린 예수는 시
편 22:1의 말씀을 부르짖었다. 이 탄식은 새로움의 희망을 구현하는 메시아도 추방을
통해서 부활의 새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서사적으로 인증한다.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
는 현재의 역기능과 단절하고 새로움을 낳으시는 하나님께 맞추어 탄식의 소리를 발
40) 박세원, 『존재의 성장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10),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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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41)
이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삶의 모
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하기를 촉구하며 우리의 영적, 도덕적 현실을 보
게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누구나 감염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고난
의 경험이 단순히 징벌이 아니라, 정화의 목적을 갖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42) 팬데
믹의 현실을 통해 세상에는 궁극적인 안전과 만족이 없음을 경험하는 우리를 깨우쳐,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안
의 가치와 영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역
사와 헌신의 힘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장래에
관한 신념과 확신을 이방에 전했으며(사도행전 13:47) 그 말씀은 코로나 블루의 암울
함에 함몰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에 순종할 때 그의 주권적 섭리와 궁극적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곧 코로나 바이러스
가 세계에 만연한 이 상황은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물질주의와 쾌락에 물든 인간들을 일깨
워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3.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생명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목격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첨단산업이 풍요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는 희망의 토대를 창조주 하나님께 두어야만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바이러스와 그의
변종이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무한하고 초월적 힘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만 죽음의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43)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극심한 위험이 도래한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
스도인들의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화해의 장을 열게 할 것이다.
자기중심적 사고와 무력함을 벗어나서 존재의 용기와 기쁨으로 자신을 성찰할
때, 불안을 극복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타인을 도우며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은 공급하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관심을 타자에게 양보하는 변화가 성경적 신앙의 중
요한 행동이며 언약관계의 필수요소라고 보는 윌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우리는 미래를 향해 절망에 맞서 기다린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41) 월터 브루그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145-146.
42) 존 파이퍼/ 조계광 역,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서울: 개혁된실천사, 2020), 67-75.
43) 장보철, 『코로나19 치유 핸드북』,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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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실 것이다.”라고 언명한다.44)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능력과 삶에 참여함으로 소외가 극복되고 건
강한 창조질서의 삶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
음을 정복하고 부활함으로서 성경은 궁극적 정의를 예수의 부활을 통해 선언한다. 곧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죽음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 답변이 되는 것이다. 인간실존은 운
명과 죽음의 불안, 공허와 무의미의 불안, 죄책과 정죄의 불안, 이 세 유형의 근본적인
불안 앞에 서 있다.45)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예수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설 때에 코로나 블루의 격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부활의 예수는 안식 후 첫날, 두려워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
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라고 선포한다.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워 칩거해야만
하는 소외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반석 되시는 예수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작게는 사소한 불편함에서부터 크게
는 생명을 잃는 일까지 온갖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자기연민과 두려움을 버리고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쓰
고,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풀려고 힘써야 한다.46) 방역으로 교회는
닫히고, 격리된 채 임종을 맞기도 할 때, 바울의 가르침처럼(롬 12:15)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기독교신앙이 줄 수 있는
치유의 근거는 약속된 말씀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또
한 인간의 유한성과 비존재의 위협에 대한 고통을 야기하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 힘은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블루의 견고한 진을 파쇄 할 수
있는 존재의 힘이며 존재의 용기이다.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에 대한 확
신은 인간의 존재감을 고양시킴으로 코로나 블루의 극복과 치유를 도울 수 있다. 인간
은 소외된 상황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쉽게 노출되지만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을 이룬 삶에서는 실존의 위협과 위기에 용기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
합은 자신의 무기력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함으로 절
망을 극복하고 생명의 의미를 고양시키도록 치유한다.

44) 바이러스가 낳은 것은 외로움과 일자리 상실과 평소에 누리던 일상생활의 종말이나,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기다린다. 월터 브루그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83.
45) Paul Tillich, The Courage to Be, 39.
46) 존 파이퍼,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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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의 역할과 목회상담적 치유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와 코로나 블루의 여파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 사회적인 집단의식 차원의 사회적 질병 수준으로 빠르게 증폭, 확
산되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및 치료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
며드는 심리적 질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
시급하다. 코로나19는 팬데믹을 일으키며 오늘날 전 인류를 불안과 우울 속으로 밀어
넣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경제도 심각하게 하향되는 등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마
음의 고통을 위로하고 새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이에
지속되는 코로나 블루의 불안과 우울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봄과 소통으로 치유하는 상담의 기능을 교회는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
망자의 수는 매일 통계가 발표되고 있으나, 정작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식적 애도
는 제한되고 있다. 장례예배 등의 부재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고립과 차단은 전
세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전통적 사고와 생활관습에 반하는 아픔이다.
따라서 사회가 국민의 육체적 안전을 위해 방역을 우선할 때에, 교회는 고통 받
는 사람들의 정신적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회와 사회가 양
날개가 되어 긍정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상보해 실행할 때에 개인은 우울과
상실, 죽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출구를 찾게 될 것이다. 세상이 격변을 겪을 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고통 받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를 세단계로 표현한다. 세상의 신음, 교회의 신음, 교회 안과 세상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신음이다.47)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시행되는 지금, 우리는 집에 머물기를
종용받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여파는 엄청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 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지하기 위해 기도
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며 실행의 역량
이 있는 목회상담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관계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경
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방역이라 할 수 있다. 가족, 이웃, 하나님과의 동행은 정서적 지
지와 함께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이는 끝을 예상할 수 없이 장
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의 국면으로 전
환할 수 있는 존재의 힘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더욱 독거인이나 요양시설의 노년층은
방문제약 등으로 인한 고립과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소외계층과 위기상황에 취
약한 사람들의 근황을 살피고 돌보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의무로서 중요하다. 이
47) 톰 라이트, 『하나님과 팬데믹』, 80. (로마서 8:2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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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서적 위기와 고통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하
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로서 온라인 매체
를 통한 돌봄과 기도회 등을 통한 관계형성은 고독과 소외감을 완화시키고 우울을 막
는데 유용하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사회적 제약의 상황에서 유튜브, 줌 등의 온
라인 콘텐츠를 비대면 예배에 활용하고 화상모임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소외와 불안을
상쇄할 수 있다.48) 그러므로 교회는 교인들이 불안과 우울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망을 활성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간
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에 힘써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상담과 규칙적인 성경묵상의 나
눔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목회상담적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감과 친밀감을 증대시키
며, 코로나 블루의 위기상황을 초월해 심리적 안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복음의 실천과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며,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와 같은 교회의 선한 영향력에 의한 신뢰와 연대감은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되며 많은 사람의 우울한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고, 더불어 복
음전파의 열매를 결실함에도 일조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예배에 집중하고 온라인 목회상담을 통해 소통하며 나눔을 가짐으로서, 하
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코로나 블루의 영향을 극복하는 실존적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오늘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재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므로 불안과 우울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리와 의무에 따라 코로나 블루의 전 세
계적인 영향력을 반전시킬 새로운 사고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48) 실례를 들면, S교회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발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오후8시부터 9시까지 유튜브와 줌을 통해 전교인을 대상으로 기도회를 가졌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예배위원을 정해서 그 시간에 예배를 위한 환경과 전 가족의 참여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원했던 가정예배가 부활되었으며, 가
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됨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결과, 300일 이상 지속되는 기도회
를 통해 우울과 불안 대신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한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게
됨으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치유를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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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회복과 인간실존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코로나19의 발생은
인간의 이기적 자만심과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비에의 탐닉과 유관하
다. 이러한 관행이 창조세계의 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며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인간에게 파멸의 위험을 가져온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과 점점 창궐하는 코로나블루의 심각한 상황에서 인
간에게 평안을 약속할 수 있는 희망의 존재는 하나님뿐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현 상황
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함께, 교회는 코로나 블루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목회돌봄 또는 목회상담의 장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신앙공동체를 통해 그리스
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재의 용기를 확립함으로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
적인 실태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코로나 블루의 정서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
러므로 본문에서 피력한 코로나 블루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극복방안과 그 과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으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양산하고 있으며 장기화되는, 예측할 수 없
는 현재진행형의 재난인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한 목회상담적 매뉴얼을 정리해
보면, 첫째, 상호간 배려와 헌신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증폭시킴으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한다. 둘째, 협력과 상생을 위한 소통과 공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친밀한 이웃
의 마음으로 행동한다. 셋째, 교회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의 신실한 관계를 재정립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는 교활하며 그 영향력이 역대의 팬데믹보다 더 클 수 있다
는 예견과 비대면 지향의 사회적 요구로 인해 우리의 정서는 더욱 혼란스럽다. 사회적
으로 불안과 우울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있어 코로나 블루의 극복
을 위한 심리적 치유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며, 그 극복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리스도인들은 코로나블루를 치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극복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첫째, 개인 혹은 공동체에서 온라인 비대면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애통하는
기도는 정신적 백신이며 영적, 심리적 안녕과 희망의 근본적인 원천이기 때문이다. 둘
째, 달라진 일상적 삶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성찰과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부조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은 사고의 관점과 태도의 전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셋째, 배려와 환대로 서로를
격려하며 관대함으로 타인을 수용, 열린 마음을 갖는다. 불안한 상황에 감정이 침잠하
지 않고 교회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의 강화와 영혼구원의 책임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
이다. 넷째, 이웃과 취약계층에 나눔과 헌신을 실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불안과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의
요소를 공급하는, 존재의 용기와 존재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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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러한 방안을 도모하는 목회상담은 코로나 블루의 방역을 위해, 우울
과 여러 신경증을 유발하는 불안장애에 대한 치유의 발판이 된다. 이를 실행함에 있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목회상담적 치유의 과정을 또한 요약하면, 첫 번째, 사회현
상과 인간실존에 대해 이해하기, 두 번째, 비존재의 위협에 직면해 감정과 경험 성찰
하기, 세 번째, 관계회복과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한 존재의 용기 확인하기, 네 번째,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삶의 정화로 나아가기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치유
과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과 우울로 인한 심각한 신경증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히 위치함으로 코로나블루를 극복한
평안과 새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치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과 코로나 블루의 여파로 사회가 절망할 때,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다. 예배와 사회적
모임들이 활발하게 열리는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개인의 고통에 진지한 관
심을 두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교회와 회중이 함께 고통을
인내하며 연합하는 견고한 믿음의 결신은 인간의 무력감과 상실의 불안과 우울을 극
복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코로나19와 코로나
블루에 의해 혼란에 빠졌던 사회는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사람들은 새롭고 신실한 삶
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의 실현과 함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복으로의 나아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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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코로나 블루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목회상담적
고찰”에 대한 논찬

김 경 수 박사
(강남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

본 논문을 통하여 연구자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사회적 현상에 관한 목회적 돌
봄을 절실히 느끼고, 코로나 펜데믹과 인간실존의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과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태도들을 살펴봄으로 오늘날 인간의 정신건강의 가치체계
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인간 실존에 있어 무엇이 근본이며, 전 인류의 삶
에 많은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개개인의 가치관과 태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자기자각
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고, 사회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불안과 우울에 대하여 실존주의
관점에서부터 심층심리학과 연관하여 접근적 시도를 하였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실감과 죽음불안이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 시키므로 신체적 증상 뿐 아니라 정신적 요소로 정신적
불안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불안은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하고 신경증적
증상으로 전이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의 대안으로 연구자는 코로나 블루의 불
안과 우울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봄과 소통으로 상담의 기
능을 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정
신적 안녕을 위해 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를
통해 올바른 관계 정립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에 논문의 연구가 더 활발히 연구되기를 기대하며 몇가지 논평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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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부지불식간에 감염으로 인한 죽음이나 환
경적 침체로 인하여 불확실성의 불안 상태를 야기 하고 있으며 사회적 단절, 무기력감
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이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의도적인 비대면으로 인하여 인간
의 근본적 관계성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변화에 적은할 긍정적인 변곡점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방역지침등의 사회적 약속을 준수하고 긍정적인 공동의식의 형성에 필
요성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들을 준수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될수록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지수다 높아지고 절망과 분노, 고립감과 소외감,
자책감과 자기비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현재 누구나 느끼고
있는 일반화된 개념을 설명하면서 코로나 블루가 우울증을 일으킨다.라고 하였다. 신
경학적인 원인을 마치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것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울증이 발병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성급한 진단이라고 보여진다. 우울이라는 병리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연구자가 주
장하고 싶은 우울과 불안과 강박이 어떠한 계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문제의 원인
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더 깊은 상관관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어진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적 강의」에서 인간의 정신생활에서 짧은 기간내에 엄청나
게 강한 자극을 받았을 때, 이러한 강한 자극의 증가를 가져오는 체험을 외상적 체험
이라고 하고 신경증 환자가 오늘날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빈번히 촉발되는
병을 외상성 신경증이라고 하였다. 코로나 펜데믹은 분명 외상성 신경증을 유발하지만
우울의 원인을 코로나 19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둘째,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 또는
무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죽음의 불안을 인간 실존의 유한성으로 말미암고, 우리가
불안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단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인간의 불안은 존재의 근원성과 관계의 단절이 가져오는 결과로 이해하면서 틸리히의
분리불안 장애를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불안이라고 하였다. 본 논찬자는 이러한 연
구자의 연구에 공감한다. 인간은 존재는 관계로 인하여 안식을 얻고 새로운 삶의 에너
지를 정립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분리는 두려움이며, 이는 절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구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리불안과 코로나의 재앙이 하나님과의 분리와 어떤 연
관성을 야기 해 볼 수 있는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엄청난 상실
임은 분명하다. 이로 종교 활동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영적인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안을 직시할 때 인간은 불안을 극복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로 느껴진다.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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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자신의 우울감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다. 특히 우울
증 환자에게 적용 될 수 없는 말이며, 절망 속에 있는 애도자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막
연한 이론 보다 그들을 돕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연구자는 병리적인 불안을 일으키는 소외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존재의 힘을 회복할 때 상실과 소외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임상적인 불안과 우울, 강박 등의 병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실존적인 하나님과의 관
계 회복을 위해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
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목회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깊이 연구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먼저 병리적인 증상들에 관하여 선행 연구되어야 하
고 다음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할 것인지 관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
문에서 연구자는 여기서 발생하는 심한 우울한 삶의 무의미는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마치 코로나로 인해 우울이 발병한것처럼 치부되는 것은 한번 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본다.
우울증의 증상은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슬픔의 반응이다. 즉 대상 상실이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 일수 있으며, 사회구성원과의 관계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상실의 경험을 하면
서 우울과 무의미의 문제가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치유와 희망의 근본적인 원
천인 심리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프로이트의 죽음 충동에 관한 이론을 언급하였다. 얄롬의
이론에서 억압은 정신병리를 야기 시키고 자신의 존재의 사멸에 대한 죽음불안이 근
본적인 정신 병리의 근원이라고 하였는데,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프로이트의 죽
음본능에 관하여 연구자는 어어떠한 연관성으로 연구하였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는 생각이다.
프로이트 이론에서의 억압은 아주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이는 무의식 속에
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리비도의 집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거나 이미 지니고
있는 무의식 조직의 집중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주체가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 하는 지 모르는 싱테에서 불안이 찾아 오기에 신경적 증상으로 나타나
게 된다. 억압은 목표달성에 쾌락이 아닌 불쾌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 개인의 무의식에 존재해 있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거부된 리비도가 불안을 야
기하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철회하려는 시도에서 죽음불안을 발생한다.
그러한 억압이 정신병리의 근원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 개
요」에서 죽음충동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두 가지 기본 본능으로 에로스(Eros)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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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충동(Destruktionstrieb)을 가정하기로 결정했다. 에로스의 목적은 언제나 보다 큰
통일을 이루고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즉, 애착이고, 반대로 후자의 목적은 연관을 해
체하여 사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파괴 본능의 최종 목적이 생명체를 비유기체로 만드
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것을 죽음충동(Thanatos)이라고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다체로운 정신분석학적 용어를 빌어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
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사회 영향적으로 연결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는 취지
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존재론적 탐구에 근거하여 나와 타인 그리고 자연을 아우르
는 보살핌의 관계맺음을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쉬움은 정신분석학적인 병리를 언급함에 막연한 이해 보다는 정확한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편중된 상식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도모해야 할것으
로 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물질주의와 쾌락에 물든 인간을 일깨우
려 했다는 사실무근의 연구자의 주장은 독자로 하여금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본다.
이같이 어떠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막연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 되어야 한다. 개인
한 사람은 각자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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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코로나 블루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목회상담적
고찰”에 대한 논찬

노 원 석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 상담심리)

본 논문은 지난 1년여 동안 전 세계를 공포와 불안으로 내 몰았던, 그리고 지금
도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블루(우울증)로 인한 사회적 현상과 이에 대
한 목회상담적 고찰과 방안을 연구한 글이다. 연구자는 코로나와 인간의 실존을 다루
고 코로나 블루로 인한 인간 내면의 여러 어려움과 이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다루었
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의 극복을 위한 목회상담적 관점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첫 번째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와 관련된 상
담 논문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가 걸어온 방향 전체를 바꾸었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여행, 사람들과의 만남, 등교 등이 중단되거나 비대면 방식
으로 전환되었다. 교회예배 또한 자의적인 아닌 타의에 의해(코로나의 확산 정도에 따
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성도들은 힘겨워하고
있으며 목회자들 또한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
나 블루의 이슈를 목회상담학적으로 접근한 본 논문은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
너무나 시의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공헌점은 본 논문이 지니고 있는 실존적 논의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의
중심적 주제이자 결론 영역인 목회상담적 실천요소를 다루기에 앞서 두 가지 중점 주
제 중 첫 번째로 실존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인간실존의 문제는 철학의 가장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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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적 관계가 인간
의 존재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을 야기시켰고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 인한 고독
과 소외, 그리고 불안은 인간 존재 자체의 유한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인
간존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실존의 문제에 대한 논의 제기는
논지전개에 있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세 번째 공헌점은 코로나 블루의 내재적 요인과 신학적 통찰을 깊이 있게 다룬
부분이다. 코로나 블루는 사회적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다. 연구자는
네 가지의 내면적 어려움을 논지하였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 소외와 상실, 우울과
무의미, 그리고 비존재의 위협과 죽음이다. 각 내면적인 문제들의 성격과 특징들을 거
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관계회복, 하나님을 향
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으로만이 치유로 나아가게 된다는 신학적 성찰은 간결하
면서도 깊이 있는 논지라고 말할 수 있다.
본 논찬자는 위 논문에서 특별한 의문점 혹은 논의점을 발견하지 못 했다. 그만
큼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인한 현 사회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코로나 블루
로 인한 사람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목회상담적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지막 ‘교회의 역할과 목회상담적 치유’의 영역이 길지
않은 점이다. 소논문의 분량적 한계가 분명히 있기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목회상담
적 방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안할 수 없었겠지만 추후 또 다른 논문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목회자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여러 교
회의 목회상담적 치유적 방안들, 그리고 연구자가 제안하는 목회상담적 모델이 제시되
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크
리스천들을 향한 치유적 책임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 블루로 인한 사회
적 현상의 여러 이슈들과 교회가 행해야 할 목회상담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연구자에게 깊은 감사를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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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코로나 블루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목회상담적
고찰”에 대한 논찬

최 종 일 박사
(신라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

1. 본 연구의 중심 논지와 공헌점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지속되므로 발생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과 관련한 신학적
사유와 치유를 위한 목회 상담적 접근을 고찰한 글이다. 논찬자가 이해하는 논문의 요
지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숙
고하고, 재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므로 불안과 우울을
극복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2021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므로 다양한 심
리적 문제와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 이 시기에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
심에 뿌리를 내리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다. 목회 상담사는 개인의 고통에 진지한
관심을 두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
한 목적의 실현과 함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첫 번째로, 본 논문은 코로나19라는 특정한 사회 상황으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인간실존의 문제를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다. 신학
은 하나님과 관련한 인간의 실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 있다.
신학 영역은 이론 분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상황을 이해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영역도 함께 포함한다. 이러한 점은 목회 상담사가 특정한 사회 상황으로 발
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가치가 있다. 목회 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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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과의 차이점은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
인간의 실존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연구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인간의 실존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공감’과 ‘소통’을 제안한 점이 실천신학적 측면에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블루’를 설명한
부분이다. 목회 상담은 사회 상황으로 발생한 심리적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의 등장으로 현대 목회 상담은 기독교 윤리가 결핍되고 하나
님과의 화해 기능은 약해지게 되었다. 이는 목회 상담이 영혼 돌봄과 관련한 관심을
심리학적 문제로 처리하고자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목회 상담사는 내담자가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본 논문은
‘불안과 두려움,’ ‘ 소외와 상실,’ ‘우울과 무의미,’‘비존재의 위협과 죽음’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코로나 블루의 내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신학적 성찰을 하였다. 연구
자가 기독교 자원을 활용하는 치유 사역을 강조하므로 목회 상담의 한계를 극복한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본 논문은 목회 상담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감과 친밀감을 증대시
키고 위기 상황을 초월해 심리적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코로나19가 지속
되므로 인간이 우울, 죽음 불안을 경험하는 코로나 블루가 발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돌봄과 소통으로 치유하는 목회 상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치유의 목회 상담
을 위해서 연구자는 교회의 목회 상담 제도 활성화를 연구하였다. 코로나 블루는 심리
적 문제와 함께 관계도 단절시킨다. 연구자는 심리적 문제 및 관계 회복을 위한 목회
상담의 제도로 교회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목회 상담에서 상담사
가 내담자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치유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2. 본 연구의 논의점
본 논문의 공헌점과 더불어 논찬자가 느끼는 논의점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연구자는 객관세계의 부조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주관 세계의
의미와 기치를 지향할 때 코로나 블루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목회 상담사가 내담자의 주관 세계를 이해하는 공감과 소통을 하므로 코로나 블루도
소멸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코로나19로 재구성된 객관세계는 인간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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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놓여 있으며 인간에게는 부조리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재구성
된 객관세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부조리하게 인식될 수 있는가? 코로나19가 불행한 사
건이지만 인간의 자기 됨의 관점에서 보면 실존론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논찬자의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발표자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목회 상담은 성경을 비롯한 풍부한 기독교적 자원을 이용하여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신적 피폐함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는 내담자가 자기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일상을 맞을 때 소외의 고통을 이기고 긍정적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연구자는 성경을 다시 읽음으로 응답과 구원을 베푸시는 치
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스도인이 존재의 근원을 찾아 자기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창조적으로 자기를 실현함으로 소외와 상실을 극복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찬자는
‘우울과 무의미, 불안 등 부정적 상황이 가득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로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존재와 관련한 긍정적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
다면 목회 상담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내담자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응
답과 구원을 베푸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연구자에게 질문하고
싶다.
셋째, 코로나 블루의 불안과 우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봄과 소통으로 치유하는 상담의 기능을 교회는 준비해야 한다. 이는 교회가 고통받
는 사람들의 정신적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교
인들이 불안과 우울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망을 활성화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심리적 안전망으로 논문에서는 친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우선
되어야 하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상담과 규칙적인 성경 묵상의
나눔, 함께 기도하는 시간 등의 제도 마련을 대안으로 이야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논
찬자는 비접촉 시대에 접촉 방안이 다양하지 못한 점과 온라인 매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를 접촉할 수 있는 제안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논찬자는 연구자가 ‘코로나 블루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목회상담적 고찰’이라는
힘든 주제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어려운 시도이고 노력이
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연구자가 ‘어렵지만 필요하기에’ 전혀 쉽지 않은 주제를 연구하
고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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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교육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장 한재동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과정 및 그 결과물의 발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총체적으
로 가리킨다. 연구자가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건 당연한 말일 것이다. 연구란 연구
자의 창의성을 원천으로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가능
하기 때문이다. 현대과학은 이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를 뒷받
침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론이다. 자연과학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현대학문은 상
당부분 과학적 모델을 따라 방법론적 타당성을 따진다. 하나의 연구가 연구로서의 가
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학계에서 인정되는 방법론적 준칙을 따르거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방법론적 문제는 윤리적 문제라기보다 학술적 오류의 문제로 취급된다.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는 순수한 논리나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서 일어난다.
연구자가 자신만을 위해 홀로 탐구하고 사색한다면 연구윤리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연구물을 정리하든 자신에게만 편리하고 유용
한 결과를 줄 수 있다면 족할 것이다. 연구윤리가 중요하고 심각해지는 것은 연구란
것이 사회적이고 집단적이며 심지어 정치적 활동일 수 있기 때문에 생긴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부분 연구는 순전히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을 위
해 수행된다. 신학처럼 특수한 종교집단을 위한 학문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필요
하며,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넘어 인류사회의 공동선을
도모해야 한다.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과 야망조차 사회적 인정이라는 집단가치가 없다
면 생기지도 유지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연구는 언제나 집단적 작업이다. 주로 고립된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인문학적 연
구들도 기본적으로 장구한 선행연구의 역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대 연구공동
체와의 교류를 통해 가능해진다. 그래서 학술활동은 대학이나 학회가 없이는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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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이다.
학술연구가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규범으로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규범으로서 연구윤리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다른 연구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기여라는 적극적 측면
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다른 연구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소극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측면은 우선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이다. 기독교 신학자 같
으면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세움 같은 가치에 대한 각성과 충실도의 문제일 것이다.
이 부분은 자발적인 것으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의 적극적 기여라는 측면이 꼭 그렇게 거창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속한 연구공동체 혹은 학계에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때, 다른 구성원
들과 소통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결과물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도 적극적
연구윤리에 속한다. 다시 말해 연구논문을 다른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해 다른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논문을
쓰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문작성엔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형식이 있다. 그러나 학회와 학술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논문의 형식을 규정하
기도 한다. 이는 특정 학회 공동체가 형성해온 전통에 따른 학회의 소통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존중하고 이에 따르는 것은 해당 학술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예의
이다. 학술지의 논문형식은 학회의 투고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본 학회도 마찬 가지이
다. 학회홈피에 투고규정을 탑재하여 모든 투고자들이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실
천신학회 홈피 상단 메뉴에 있는 투고규정을 열어보면 본 학회 학술지 <신학과 실
천>에 투고하는 논문이 따라야 할 규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이 간혹 논문의 내용에만 관심을 두느라 논문 형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
우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용도 옳은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게
된다. 학술지의 투고규정과 논문형식 규정을 따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로
연구윤리의 기본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논문의 형식은 논문의
언어로서 학술공동체 내의 협동과 교류를 가능케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연구윤리의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의 소극적 측면의 문제이
다. 즉 연구자의 연구행위가 연구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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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이다. 동료연구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연구공동체의 협력과 교류를 파
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활동일 수밖에 없는 연구행위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다. 결국
은 연구공동체에 속한 연구자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현재 연구재단의 기준으로 연구사회의 협력과 교류를 손상시키는 일로 중요한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대표적 연구부정 행위들이다. 곧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
자표시, 부당중복게재가 그것이다.
위조란 자료를 허위로 만드는 것, 곧 허위사실에 근거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란 자료를 조작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일이다.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정당한 인정 없이 사용하는 일이다.
부당 저자표시는 기여도가 없는 저자를 표시하거나 기여도가 있는 저자를 배제하
는 일이다.
부당 중복게재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기존출판물을 별도의 연구물인양 게재하
는 일이다.
연구윤리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정신을 억압하는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학술공동
체의 창조적 생산을 위한 바탕을 만드는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
대의 지배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있는 그대로의 절대적 ‘사실’이란 것은 당연
시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실’은 ‘허위’이고 조작된 ‘변조’일 수
있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하게 ‘나’만의 것을 말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
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나’ 역시 이미 사회적 산물로 누군가의 영향과 도움으로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모든 것이 표절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극단
적 순수주의 윤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구윤리는, 인간의 한계와
사회적 통념의 범위 안에서, 연구사회의 안녕과 구성원들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므로
보다 원활하고 생산적인 연구 환경과 교류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규칙이 필
요하다는 것이며, 그 규칙이 합의되었을 때 이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윤리는 심각한 도덕적 언어의 문제라기보다 의미 있는 원활한 학술적 소통을 위
해 필요한 기초적 기본언어와 실용적 게임의 규칙을 약속하고 지키는 문제로 받아들
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결국 연구자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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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정기총회
사회 : 황병준 회장

개회선언

··················································································· 회장 황병준 박사

개회기도

············································································

전회의록 낭독

이사장 김경진 박사

·········································································· 서기 박진경 박사

사업보고

··················································································· 총무 구병옥 박사

감사보고

····································································

회계보고

··················································································· 회계 조지훈 박사

감사 김병석 윤성민 박사

회장과 감사 선임 보고
- 회칙 제2장 제6조 2항에 의거
회장과 감사 총회인준

··································· 이사장 김경진 박사

························································· 회장 황병준 박사

제25대 임원소개 및 신구임원교체

··································· 26대 회장이 소개

기타토의/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폐회선언

··················································································· 회장 황병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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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2020년 2월 8일(토) 11:00
장소: 카리스 호텔
1. 회장 김상백 박사의 개회선언과 한재동 박사의 기도로 시작하다.
2. 서기 구병옥 박사가 기록한 회의록을 받기로 신현광 박사의 동의와 권명수 박사의
재청으로 승인하다.
3. 총무 서승룡 박사가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다.
4. 감사 김병석 박사가 감사보고하다.
5. 회계 조지훈 박사가 회계보고하다.
6. 한재동 이사장이 규정에 따라 선임부회장 황병준 박사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감사
김병석 박사, 윤성민 박사를 유임키로하다.
7. 24대 회장 김상백 박사와 임원들이 인사하고, 25대 회장 황병준 박사가 인사한 뒤
민장배 박사의 선임부회장 승계, 서승용 박사 부회장 승계, 구병옥 박사 총무 임명,
박은정 박사, 이수영 박사 부총무 임명, 박사 박진경 박사 서기 임명, 주상락 박사
부서기 임명, 조지훈 박사 회계 임명, 김영수 박사, 이민형 박사 부회계 임명을 발
표하다.
8. 김상백 박사가 폐회를 선언하다.
한국실천신학회
2020년 2월 8일
서기 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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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사업보고
1. 제76회, 제77회, 제78회, 제79회 정기학술대회를 회원들의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 제76회(6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미디어 리터러시와 실천신학의 과제”
일 시 : 2020년 6월 20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
장 소 : 온라인(학회홈페이지 www.praxis.or.kr/ Youtube 링크)
발표자 : 13명, 논찬자: 28명(논찬은 자료집으로 대체)
2) 제77회(10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회
주 제: “한국전쟁 70주년: 상처와 절망에서 희망을 말하다”
일 시: 2020년 10월 30일(금) 10:00-17:00
발표자: 1명, 논찬자: 3명
3) 제78회(11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
일 시 : 2020년 11월 21일(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 소 : 온라인 (Youtube/Zoom)
발표자 : 7명(논문 5편)
4) 제79회(2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사회적 재앙과 위기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
일 시 : 2021년 2월 5일(금) 오전 9시30분 – 오후 6시20분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온라인(Youtube/Zoom)
발표자 : 16명, 논찬자: 48명
2. 제25대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전공학술분과회장포함)를 10차례 개최하여 주요사항
들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진행했습니다.
1) 1차 임원회 2020년 2월 8일(토), 정기총회 후 임원회의, 부평 카리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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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확대임원회
일시: 2020년 2월 17일(월) 오후 4시
장소: 아트스페이스 노 (충무로역 2번 출구 옆)
참석자: (임원) 황병준, 민장배, 서승룡, 구병옥, 박은정, 박진경, 이수영,
조지훈, 김병석, 이종민, 김상백.
(분과회장) 이강학, 이승진, 이종민. (총 13명)
3) 3차 임원회의 2020년 4월 24일(금), H라운지 (경복궁 3번 출구)
4) 4차 임원회의 2020년 6월 13일(토), 아트스페이스 노
5) 5차 임원회의 2020년 7월 10(금), 서울 H라운지
6) 6차 임원회의 2020년 8월 14일(금), 로얄호텔서울 그랜드키친
7) 7차 임원회의 2020년 9월 18일(금), 빠리가옥
8) 8차 임원회의 2020년 11월 14일(토), 아트스페이스 노
9) 9차 임원회의 2020년 12월 18일(금) 온라인 Zoom
10) 10차 임원회의 2021년 1월 15일(금) 온라인 Zoom

한국실천신학회
총무 구 병 옥

- 515 -

한국실천신학회 각종사업일정
I. 한국연구재단
1. 2010년 12월 28일 등재학술지 선정(22호부터 해당)
2. 2010년 7월 1일 학술대회 지원금 1,500,000원 수령(결과보고서 제출)
3. 2010년 11월 23일 학술지 보조금 2,974,000원 수령(2011년도)
4. 결과보고서 제출(2012년 1.30일)
4. 학술지 발간 정시입력 및 등록 (30-33호)
5. 2011년 5월 30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2012년도분 지원금 5,160,000원 수령
6. 2011년 12월 30일 제43차 학술대회 연구재단 지원금 600만원 수령
7.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 7,400,000원 수령
8.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금 6,000,000원 수령
9.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신청, 12월 5,000,000원 수령
10. 201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7월 30일 신청, 12.18일 평가결과 89.6
등재유지
11. 2013년도 신학과 실천 학술지 보조비 신청 9월 30일, 12월 26일 6,000,000원 수령
12. 2014년 55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5월 500만원 수령(2015년도분)
13. 2014년 12월 27일 70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수령(2015년도분)
14.. 2015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5,600,000원(2016년분)
15. 2016년 5월20일 제63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9,000,000원 수령(2016년도분)
16.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5,600,000원(2017년분)
17. 2017년 5월20일 제67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3,000,000원 수령(2018년도분)
18.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6,800,000원(2018년분: NRF연구보조비포함)
19.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19년도 발행분) 680만원
20.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20년도 발행분) 800만원
21. 2019년 5월 30일 제75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13,308,000원 수령
22. 2020년 7월 9일 제79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10,000,000원 수령
23.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20. 10월–2021. 9월 발행분) 800만원

II. 한국실천신학회 홈피개설
1. 직접입력 : www. praxis.or.kr 한국실천신학회
2. 혹은 모든 사이트에서 「한국실천신학회」를 치고 홈피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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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학회논문 신학과 실천자료를 볼 수 있음.
4. 회원 등록하고(본 회원은 의무사항) 승인 받은 다음 글쓰기를 할 수 있음.
5. 홈피에서 관련사이트에서 학술교육원, 한국기독교학회, 한국연구재단 연결
6. 홈피는 학술교육원에서 무료설치 제공(하드 200M/트래픽 600M) 유지비(서버회
선사용료) 년 12만원 월1만원
7. 2010년 12월 31일 2017년 12월 31일까지 1,462,145 입금, 학술교육원과 디지털컨텐츠 협약
–7년간 매년 25% 저작권료 논문 발행자 한국실천신학회에 지불(발행규정7조) 계약자
갑 편집장 위형윤을 (주)학술교육원 대표 노방용
8. 2014년 4월 학술교육원과 새홈피 및 관리, 논문시스템관리, DOI시스템관리비와
저작권료와 교환 = 계약자 갑 편집장 위형윤을 (주)학술교육원 대표 노방용

III.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 2021년도(2015년부터 연 5회 발행)
홈피에 탑재된 투고안내 및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투고시스템 계정을 통하여 투고
심사: 원고투고- 규정심사-전공심사 3인-최종심사-원고확정-순서-논문확정자 공고-발행
-배송
1) 제73호 1월 30일 원고마감, 한글논문 2월 28일 발행- 한글논문
2) 제74호 4월 20일 원고마감, 5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3) 제75호 6월 20일 원고마감, 7월 30일 발행- 외국어 논문(영어와 독일어)
4) 제76호 8월 20일 원고마감, 9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5) 제77호 10월 20일 원고마감, 11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5. 게재비 일반논문 30만원(시간강사 15만원) 년회비 완납 필수, 신입회원 년회비
2년분 6만원 연구재단지원논문 50만원, 년회비 완납 필수, 신입회원 년회비 2
년분 A4용지 13-15매 초과시 1매당 초과 게재료 2만원
5. 심사비. 2015년부터 심사시스템구축으로 인한 심사비 지급 편당1만원,
2017년 편당 15,000원, 규정심사 편당 1만, 최종심사 편당 1만, 교정비 편
당 1만
2018년부터 편당 20,000원, 규정심사 편당 1만, 최종심사 편당 1만, 교정비 편
당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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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제출시유의사항
1. 홈피에서 회원가입후에 논문투고시스템–유사도검사 10%미만 필수 –논문투고
학술지 투고규정에서 지원서 및 서약서 양식다운 받아 논문은 원저파일에 기
타파일에는 지원서와 서약서, 저작권위임서, 유사도검사서 입력- 완료
2. 각주와 참고문헌은 30개이상 50개미만 필수, 본논문지 5개이상 필수인용, 필히
숙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규정을 지켜 주실 것, 서론 결론은 A4 1장, 한
글 영문초록은 A4 반장 정도 바란스를 맞출 것.
3. 연구윤리규정을 읽고 숙지할 것
4. 논문 구성은 대지는 I. II. II. IV. 소지는 1. 2. 3. 4. 등 서론은 들어가는 말, 결
론은 나가는 말
5. 신학과 실천 인용 5개 이상 필수, 그리고 기타 타논문 등재지 이상 인용 5개.
6. 유사도 검사 10%미만을 실시하여 자료를 첨부할 것.
7. 2018년도 개정된 투고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

IV. 편집위원점수관리 안내
1. 편집위원 전국분포도 점수반영 4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강원도 제주도, 외국)
편집위원 : 서울/경기 : 위형윤, 안선희, 최진봉, 김수천
충청도 : 계재광, 반신환
전라도 : 김옥순
경상도 : 김명실, 유재경, 차명호, 주연수
외국: 미국: Sangyil Sam Park 독일 Naham Kim
2. 편집위원 평가 직전 5년간 학술연구논문 및 저역서 및 경력 평가(사회경력, 편
집 위원경력, 교계, 보직, 연구발표, 등등)
3. 반드시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자 정보에 편집위원의 실적을 제목과 출판사, 출
판학회, 논문지, 등을 그때 그때 올려 주시고 공개로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아이디 가능) 한국연구재단에 문의(02-3460-5737) 바람

V. 한국실천신학회 통장개설 안내
1. 총입출입 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한국실천신학회
2. 논문게재비 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한국실천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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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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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신학과 실천」연혁보고
1. 1890년 한국최초 예배서 감리교 미이미교회강례(美以美敎會綱例) 아펜셀러 번역,
1924년 한국인 최초 장로교 혼상예식서 발간, 1925년 성결교 최초 교리 및 예식서,
1901년 중국어도서 감리교 목사지법 (牧師之法) 울링거 역, 1919년 한국최초 평양
신학교 곽안련 선교사의 설교학, 목회학 책을 출간, 1937년 한국인 최초 목회학 저
서 성결교 김응조의 목회학 출간, 그 이후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한국실천신학
은 전수되었다.
2. 1960년대 후반 한국실천신학회는 한국교회 최초 실천신학 관련교수들이 김소영을
중심으로 소모임과 전국순회 강연을 통하여 한국실천신학회의 모태를 형성하였다.
3. 1970년대 김소영, 박근원 등을 중심으로 실천신학 사전, 예백학 원론 번역 출판.
4. 1972년 제1회 한국실천신학회가 부산호텔에서 창립 김소영, 홍현설, 허경삼, 안형식
등 학술발표회가 시작되었고, 기독교사상 사장으로 김소영, 편집위원 박근원 정장복
등 목회자들을 위한 학문의 장을 제공하였고, 정장복은 교회력에 의한 핸드북, 김종
렬은 예배와 강단을 매년 출판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4대
박근원은 김소영 등과 함께 1992년 한국실천신학회의 주멤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
교공동학회가 발족되었고,

그리고 7대 정장복 회장이 학술대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1997년 9월 30일 정장복 회장과 9대 김외식 회장의 주도아래 「신학과 실
천」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동시에 정장복 회장의 주도로 예배학 사전과 설교학 사
전이 출판되었다.
5. 2003년 12대 문성모 회장, 13대 백상열 회장, 14대 위형윤 회장, 현재 15대 김윤규
회장, 16대 조기연 회장, 17대 김세광 회장에 이르는 동안 학술대회 년4회 올해 39
회째, 학술지 년4회가 발행되어 현재 33호가 발간되었다.
6. 2003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제6호부터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
료번호 ISSN 1229-7917가 부여되어 정식 출판물 발행 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 뒤
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신학대학교 도서관 등에 약 100부가 발송
되고 있다.
7. 2004년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지학회로 회원가입인증번호 학단연
2004-1호 가입되었다.
8. 2005년 학술교육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약서 무료로 계약.
9. 2007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78.3점 (75점이상 합격).
10. 2008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국내학술지발행지원비 신청하여 1,796,000

- 521 -

원 수령.
11. 2009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등재후보 계속평가 1차 합격 82점 (80점 이상).
12. 2010년 2월 5일 학술교육원으로부터 무료로 홈페이지 개설, 그리고 11명의 한국실
천신학회 이사회 조직하여 사단법인 인가를 위한 준비작업 착수.
13.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비 신청 1,500,000원 수령(2011년 제39
회 학술대회를 위한 지원비).
14.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학술지원비 신청 2,974,000원 수령.
15. 2010년 7월 1일 등재지 신청하여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92점 (80점
이상).
16. 201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학술교육원 디지털컨텐츠 협약서 5년간 체결 (저작권
료 25% 지급 발행 규정 제7조 저작권 본 학회 소유).
17. 2011년 5월 30일 신학과 실천 연구재단으로부터 5,160,000원 지원비를 수령하다.
18. 2011년 12월 31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43회 학술대회 지원비를 수령하다.
19.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24호-27호 현장실사 합격
2011년 12월 28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123-82-70014 안
양세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이행자 지정
20. 논문게재의 총수는 1호부터 제33호까지 446편으로 모든 학회원들, 특히 신진학자
들의 기고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자들의 장은
「신학과 실천」학술지를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
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21.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금 6,000,000원 수령하다.
22. 2013년도 5월경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7월 30일 신청, 12.18일 평가결과 89.6
점 등재유지
한국실천신학회 홈피 개편 및 논문투고시스템 및 심사시스템 개통
23.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신청, 12월 5,000,000원 수령
24. 2013년도 신학과 실천 학술지 보조비 신청 9월 30일, 12월 26일 6,000,000원 수령
25. 학술지 신학과 실천 논문투고 및 심사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술정보원과 년1백만원 계
약(관리비)- 홈피에서 클릭
26. 출판된 모든 개별논문에는 온라인논문개별고유코드(DOI)를 부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해당 원문 및 해당 학술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27. 2014년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보조금 500만원, 학술지원비보조 700만원 수령(2015년도분)
28. 2014년 10월 30일 연구윤리 국제포럼 교육이수(13시간)
29. 논문게재 총수는 1호부터 현재 37호까지 514편이다.
30. 2014년도 논문게재 38호-42호 총 113편으로 현재 총합계 627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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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5년도 논문게재 43-47호 총 107편 현재 총합계 734편이다.
32. 2015년 7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등재유지 89.75점으로 합격
33. 2015년 12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비 5,600,000원 수령
34. 2015년 11.20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대학기관 생명윤리위원회협회 연구윤리포럼 이수
35. 2015년 11.20 연구윤리교육 연수과정 수료-한국학술단체연합회
36. 2016년 1.4.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37. 2016년부터 모든 교수 연구자는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홈피에서 윤리교육 의무
인터넷교육 필수
38. 2016년 5월20일 제63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9,000,000원 수령(2016년도분)
39. 2016년 12월 28일 56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수령(2016년분)
40. 2016년 논문게재수 48호-52호 = 122편 게재
41. 한국연구재단 KCI 2015 인용지수(2016년기준)
논문수(2013+2014)= 208, 피인용횟수(2015기준)= 305, KCI영향력지수(2년 KCI IF)= 1.47, WOS-KCI
통합영향력지수(2년 IF)= 1.47, KCI중심성지수(3년분 기준)= 0.46, 자기인용비율(%)(2년 KCI IF)= 88.2%

42. 홈피 논문투고시스템 한국연구재단 문헌 유사도검사 서비스 개설.
43. 2016년 연구윤리교육 김명실(부편집위원장)
1. 제1차 연구윤리포럼 (16년 6월 9일; 진주 경상대학교)
2. 제2차 연구윤리포럼 (16년 10월 19일; 서울교대)
3. 국내 학술정보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DOI 인프라 체계 적용 계획 설명회(16년 8월 30일; 서울 교육회관)

44. 연구책임자를 위한 윤리교육 위형윤 편집위원장 유효기간: 2016년 1.1-2019년 1월 4일(3년)
45. 2017년 5월 25일 제67회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보조금 3,000,000원 (2017년도분)
46. 2017년 12월 28일 680만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보조금 (2017년분, NRF연구비보조포함)
47. 논문총게재수 창간호-현재 57호까지 2,107편: 약 10개 전공분야별 단행본 실천신학대전 발행필요
48. 2017년 연구윤리자교육: 연구윤리포럼 (2017년 9월 28일; 서울교대): 위형윤 조재국 김병석 위성동
49. 2017년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위형윤 김한옥 한재동 조재국 김경진
황병준 김명실 김병석 이후로는 전회원으로 확대, 이수증 계시 생략
50. 2018년도 3월경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예정: 전분야
51.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2017년도 발행분) 학술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월 28일까지
52. 2018년도 학술지평가 사업설명회 참석(대전 연구재단본부 2018.4.19.)
53. 제23회 한국실천신학회 총회(2018.2.9.) 결의에 따라 동 학회 제68회 정기학술대회(2018.5.19.)
에서 위형윤 편집위원장 이임식을 갖고 2018.6.18.에 한재동 신임 편집위원장이 모든 업무를
인수받아 편집위원장 직무를 개시함.
54. 2018년도 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계속평가(15-17년 직전 3년간 평가) 결과 총90점으로 “등재학
술지 유지” 판정 받음(직전 편집위원장 소관업무).
55. 2018년도(2017년도 신청)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19년도 발행분) 680만원 입금

- 523 -

(2018.11.20.)
56. 2017년도 학술지지원사업(2018년도 발행분) 결과보고서 제출(2018.11.30.)
57.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18년 정기총회 참석 및 연구윤리포럼 교육이수(2018.12.21.)
58. 연구재단 2019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설명회 참석(성균관대 2019.1.28.)
59.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모든 회원들의 동 윤리교육 수료 권장
(http://cyber.kird.re.kr).
60. 2018년도 학술지지원사업(2019년도 발행분) 결과보고서 제출(2019.10.29.)
61. 2019년도(2018년도 신청)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19년도 발행분) 800만원 입금
62.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지원사업(2020. 10월–2021. 9월 발행분) 800만원

신학과 실천 편집위원장 한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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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역대 총회연보
제1회 창립총회

1. 일시: 1972년 봄
2. 장소: 부산호텔(부산시)
3. 초대임원
고 문 - 홍현설
회 장 - 김소영
부회장 - 허경삼
총 무 - 안형직

제2회
197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시: 1979년 11월 16일
2. 장소: 코아레스토랑(서울)
3. 임원개선
회 장 - 김소영
부회장 - 박근원
총 무 - 이기춘

제3회
198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시: 1981년
2. 장소: 온양
3. 임원개선
회 장부회장 총 무-

제4회
198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2.
3.
4.

일시: 1987년 2월 10일
장소: 리버사이드호텔
김소영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임원개선
회 장 - 박근원
부회장 - 천병욱
총 무 - 정장복

제5회
198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2.
3.
4.

일시: 1989년 10월 13일
장소: 대구 동인교회
천병욱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다
임원개선
회 장 - 박근원
부회장 - 천병욱
총 무 - 정장복

제6회
1991년 실천신학회
기총회

1. 일시: 1991년 10월 18일
2. 장소: 유성관광호텔
3. 총회결의사항:
1) 박근원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임원선출
회 장 - 천병욱

2월 18일

김소영(유임)
박근원(유임)
천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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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 정장복
총 무 - 김외식
3) 임원개선 전 선교학회의 분립을 선언 별도로 모임

제7회
199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1993년 10월 15일
2. 장소: 경주 조선호텔
3. 총회결의사항
1) 정장복 부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회장-정장복(장신대) 부회장-김외식(감신대)
총무-최희범(서울신대)

제8회
199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시: 1995년 11월 24일
2.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 총회
1) 정장복회장의 사회, 박근원회원의 기도로 개회하다.
2) 최희범총부가 경과 보고하다
3) 임원선거결과:
회 장-김외식교수(감신대)
부회장-최희범교수(서울신대)
총 무-김원쟁교수(연세대)

제9회
199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시: 1997년 10월 18일
2. 장소: 아드리아호텔(유성)
3. 회의:
1) 김외식회장의 사회와 천병욱회원의 기도로 개회하다.
2) 회장이 학회지 <신학과 실천> 칭간호 발간에 관해 소개하고 가 재
정보고를 하다.
3) 회무처리: 목회상담회 분립을 박근원회원의 동의와 정장복회원의
재청으로 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4) 임원선거: 정장복회원이 천병욱회원을 회장 후보로 추대하고 박근
원 회원이 박은규회원을 부회장후보로 추대하고 정장복회원이 다
시 백상열회원을 총무 후보로 추대하여 이를 장성우회원이 동의하
고 김세광회원이 재청한 후 회장이 가부를 불으니 만장일치로 가
결하다.

제10회
199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1999. 10. 16(토) 8:30-9:00
2. 장 소: 유성호텔
3. 회 의:
1) 회장의 개회선언과 김외식 교수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함:
2) 결의안:
(1) 97년-99년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를 받기로 함.
(2) 임원선거 결과: 회장: 박은규, 부회장: 오성춘, 총무: 백상열
(3) 겨울정기세미나(2월) 발표자는 최근에 학위를 하고 귀국한 사람을 우
선적으로 정하기로함.
(4) 투병 중인 천병욱교수님(세브란스병원)을 위해 360,000원을 즉석에서
모금함.
(5)<신학과 실천>(제3집) 원고모집은 규정(*)에 의거 계속 하기로 함.
3) 논문에 관한 규정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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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기독교학회 학회별 논문 발표자 선정 문제는 본 회에
가입한 순서 를 참고로 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2)『신학과 실천』제3집부터 논문게재 희망자는 누구나 게재료
20만원을 의무적으로 내기로함.
(3) 논문게재 우선 순위는 현재 정교수로서 진급 및 업적평가
중에 있는 회원을 우선으로 하며 따라서 겸임교수 및 시간강
사는 차선으로 한다.
(4) 비회원은 논문게재를 할 수 없다.
(5) 논문은 논문작성법에 따라 각주 등 기본형식을 따라 야 한다.

제11회
200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 2001년 10. 18-20
2.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3. 회 의 :
1) 박은규 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총무가 사업 및 재정을 보고하니 통과 되다.
3) 임원개선 : 현재 임원에 서기, 회계 및 감사를 추가할 것을
결의하고 5인 전형위원회에서(김소영, 박근원, 김외식,
박은규, 백상열)에서 선임한 회장(오성춘), 부회장(문성모),
총무(백상열), 서기(조기연), 회계(이성민), 감사(나동광)을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4) 결의사안 : (1) 박근원 교수의 제안에 따라 <실천신학회 역사보고
서>를 위한 위원을 선정하기로 하다. (2) 겨울 정기학술 세미나는
임원회에서 날자와 장소를 정하여 연락하기로 하다.

제12회
200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2003년 10. 24-25
2. 장 소 : 사랑의 교회수양관
3. 회 의 :
1) 오성춘 회장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2) 백상열 총무가 사업 및 학술경과 보고를 하니 통과 되다.
3) 이성민 회계가 재정을 보고하니 통과되다.
4) 임원개선은 전례대로 전형위원회(김외식 정장복 오성춘 백상열)에서
선임하니 회장(문성모), 부회장(백상열), 총무(위형윤), 서기(조기연), 회계
(이성민) 감사(서울장신)로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5) 학회지(2004년) 원고모집과 2월세미나 발표자와 시간, 장소는 임원
회에 일임하다.
6) 학술단체연합회 가입건은 자료준비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다.

2004년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원학회 가입 인증(학단연 2004-1)

제13회
200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 시: 2005년 10월 21일 (금)
2. 장 소 : 사랑의 수양관
3. 회 의 :
1) 사회 : 문성모 회장
2) 사업보고 : 위형윤 총무
3) 회계보고 : 이성민 회계
4) 회칙과 편집규정 수정 및 개정 결의 : 개정 및 수정회칙 참조
5) 임원개선: 임원 선정은 전례대로 전형위원회(전회장단 및 현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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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복, 김외식, 문성모)에 추천을 의뢰하니 회장: 백상열 부회장: 위형
윤 총무: 조기연 서기: 김세광 회계: 나형석 감사: 박병욱, 김운용을 총회
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하다.
6) 기타토의
(1) 학술지「신학과 실천」 학술진흥재단 평가 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2) 재정모금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3) 학술지「신학과 실천」 분야별로
묶어 책자화 요청하기로 하다. (4) 세계실천신학회의 설교학회 가입문제
요청하기로 하다. (5) 기타 각분과 위원을 추가로 회장이 임명하기로 하
다. (6) 학술지 원고 모집 : 제10호 2006년(봄호) 2월 발간, 제11호 2006년
(가을호) 9월 발간을 위하여 원고 모집 광고하다.

2007년 6월 27일

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후보 평가 신청
1. 학술지 자체평가 : 30점 만점 중 22점 획득
2. 학술지 내용평가
1) 패널위원평가 : 20점 만점 심사중
2) 주제전문가평가 : 50점 만점 심사중
3)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등재

제14회
200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시 : 2007년 10월 19일(금) 5~6tyl
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609호
3. 회의 :
1) 사회 : 백상열 회장
2) 전회의론 낭독 : 김세광 서기
3) 사업보고 : 조기연 총무(안식년)-위형윤 부회장
4) 회계보고 : 나형석 회계
5) 감사보고 : 감사보고 유인물로 받기로 하다.
6) 결의사항 : 위형윤 부회장 제안 만장일치로 다음사항을 결의하다
(1) 편집위원회 규정, 발행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2) 연구윤리규정 개정
7) 임원선거 : 제안1 무기명 비밀투표 (문성모 전회장)
제안2 기존대로 전형위원회(전회장단)에 위임(정장복 전회장) 제안
하니 제2안으로 결의하다.
전형위원회 발표 : 회장-위형윤 , 부회장-조기연, 총무-김세광, 서기나형석, 회계-김윤규, 감사-김순환
8) 신구임원인사 및 교체식
9) 광고 : 신임 위형윤 회장
(1) 논문심사보고서 이메일로 보고
(2) 회원확복 200명 이상
(3) 학술진흥재단 논문심사보고
(4) 논문지 2007-2007 계속 평가
(5) 논문지 배부는 각 대학도서관(70)과 필자, 전회장에게만
그리고 회원 정기학술 세미나 참석시 배부
(6) 논문게제비 20만원과 년 회비 3만원
(7) 기금모금목표 : 2000만원
(8) 학회 정기 학술세미나 년 4회(2, 6, 8, 10월) 1회당 3회 발표
(9) 기타 : 제14집 신학과 실천 논문 원고 마감 2008년 1월 30일 까지

2008년 1월 3일

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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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6일

2009년 임시총회

2009년 12월 25일
2010년 1월 25일

제15회
2010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체계평가 21 패널평가 16 주제전문가평가 41.3 = 계 78.3
2. 등재후보선정일 : 2008년 1.3일 등록
200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내학술지발행 지원비 선정
신학과 실천 1,79600원
제14-1회 임시총회
총주제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젼)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9시 30분-10시
장 소 :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구 크리스챤 아카데미)
3시 30분 - 4시 경건회
사 회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기 도 : 김금용 박사(학술분과위원장/호남신학대
학교 교수)
설 교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축 도 : 박근원 박사(전 한신대학교 총장)
오후 9시 30분-10시 임시총회
사 회 : 위형윤 회장
회 무 : 김세광 총무
안 건 : 1. 회칙개정
2. 논문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일정
3. 학술대회일정 및 발표자 모집
4. 기타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1차 평가 선정
체계평가 37 패널평가 45 총 82 = 1차통과
2차 평가후 2009년부터 등재지로 인정함
2008년도 국내학술지발행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1. 과제번호 : A00152
2. 학술지명 : 신학과 실천
3. 발행기관명 : 한국실천신학회
4. 지원액 : 1,796,000원
5. 제출기한 : 2010년 2월 28일(일)
6.. 제출방법 : 온라인 입력 및 증빙자료 탑재
제15회 정기총회 및 제35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0년 2월 5(금)-6(토)
장 소 : 소망아카데미(수원장안구 하광교동 산 56-1)
I.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부회장 설교 : 위형윤 회장
기도 : 이말테 위원장
2. 안 건: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감사보고, 회
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2. 임시총회 회칙 상정안 인준 3. 임원 선거는 회
칙에 의거 회장과 감사가 추천: 회장 김윤규 수석부회장 조기연, 부회장
김세광 추천하니 수락되다. 4. 기타임원 추후 신임회장이 공지 5. 이사진
구성 : 전회장, 현회장, 감사2인, 각분과위원장, 추가1인 11인, 이사장일임.
6. 문성모 전회장의 기도로 폐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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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8일
등재지 선정
제16회
201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7회
2012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2010. 12.28) 평가 92점
제16회 정기총회 및 제39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1년 2월 11(금)-12(토)
장 소 : 소망아카데미(수원장안구 하광교동 산 56-1)
I. 개회예배 사회 : 김세광 부회장 설교 : 김윤규 회장
기도 : 나형석 총무
2. 안 건: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등재지 선정
연혁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2)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장, 부회
장을 위형윤 이사장이 보고하니 회장 조기연 수석부회장 김세광, 부회장
나형석, 감사 이요섭, 주승중을 추천하니 수락되다.
3) 신구임원교체
4) 신임 조기연 회장의 집레로 폐회예배로 마치다.

제17회 정기총회 및 제43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일 시 : 2012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4일(토) 12:00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4-640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안 건 :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감사보고, 회
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2)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장, 부회장을
위형윤 이사장이 보고하니 회장 김세광 수석부회장 나형석 부회
장 김충렬, 감사 이요섭, 조성돈 추천하니 수락되다.
3) 신구임원 교체
4) 나형석 회장의 성찬집례로 폐회하다.

제18회
201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8회 정기총회
일
시 : 2013년 2월 2일(토)
장
소 : 부천 카리스호텔
사

회 : 김세광 회장

개 회 기 도 : 김윤규 박사(상임이사)
감 사 보 고 : 이요섭 박사, 조성돈 박사(감사)
사 업 보 고 : 김한옥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한재동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서승룡 박사(회계)
이사회 임원 선임보고 : 위형윤박사(이사장)
책임고문 : 위형윤
이사장 : 김윤규, 상임이사 : 조기연, 이사 12명.
회장 : 나형석, 수석부회장 : 김충렬, 부회장 : 김한옥. 감사 : 권명수,
문병하 이하 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임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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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집례 : 김세광 목사

제19회
2014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9회 정기총회
일
시 : 2014년 2월 7일(금) 오전 12시30분 –
8일(토) 오후 1시
장
소 : 부천 카리스호텔
사
회 : 나형석 회장
개 회 기 도 : 조기연 박사(상임이사)
감 사 보 고 : 권명수 박사, 문병하 박사(감사)
사 업 보 고 : 한재동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최동규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서승룡 박사(회계)
이사회 임원 선임보고 : 김윤규 박사(이사장)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나형석 박사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성찬집례 : 나형석 목사

제20회
201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20회 정기총회
주 제 : 실천신학에서의 융합과 통섭
일 시 :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14일(금)
오후1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사
회 : 김충렬 목사
개 회 기 도 : 나형석 목사
성 경 봉 독 : 한재동 목사
설
교 : 김종렬 목사
학회 고문, 이사, 임원소개 : 김충렬 목사
대회 발표자, 논찬자, 좌장 소개 : 김경진 목사
축
도 : 조기연 목사

제21회
2016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22회
2017년 실천신학회

제21회 정기총회
일 시 : 2016년 2월 12일(금) 15시-13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사
회 : 김한옥 회장
개 회 기 도 : 나형석 박사
감 사 보 고 : 김순환, 문병하 박사
사 업 보 고 : 김상백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최진봉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서승룡 박사(회계)
회장과 감사 선임보고 : 김세광 박사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김한옥 박사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폐회선언 : 김한옥 박사

제22회 정기총회
일 시 : 2017년 2월 10일(금) 15시-11일(토)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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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사

회 : 한재동 회장

개 회 기 도 : 김충렬 박사
감 사 보 고 : 문병하, 서승룡 박사
사 업 보 고 : 황병준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최진봉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민장배 박사(회계)
회장과 감사 선임보고 : 조재국 박사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조재국 박사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폐회선언 : 한재동 박사

제23회
2018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23회 1차
임시총회

제 24회
201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 시 : 2018년 2월 9일(금) 15시-10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사
회 : 조재국 회장
개 회 기 도 : 김충렬 박사
감 사 보 고 : 신현광, 서승룡 박사
사 업 보 고 : 민장배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윤성민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김병석 박사(회계)
회장과 감사 선임보고 : 김한옥 박사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김경진 박사
감사 신현광 윤성민 박사
편집위원장 선임 : 한재동 박사
폐회선언 : 조재국 박사
주 제 : 급격한 사회변화와 실천신학 과제
일 시 : 2018년 5월 19일(토) 9시 30분-15시 30분
장 소 : 장로회신학대학교(여전도회기념 음악관)
회의록낭독: 박은정박사(총무)
회칙 개정 결의

일 시 : 2019년 2월 15일(금) 2시-16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사
회 : 김경진 회장
개 회 기 도 : 김한옥 박사
감 사 보 고 : 신현광 박사
사 업 보 고 : 서승룡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박은정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김병석 박사(회계)
회장과 감사 선임보고 : 김경진 박사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김상백 박사
감사 윤성민 김병석 박사
편집위원장 선임 : 한재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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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선언 : 김경진 박사

제 25회
2020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일 시 : 2020년 2월 7일(금) 오후 2시~2월 8일(토) 오후 12시
장 소 : 인천 카리스호텔(032-556-0880)
사
회 : 김상백 회장
개 회 기 도 : 한재동 박사
감 사 보 고 : 윤성민, 김병석 박사
사 업 보 고 : 서승룡 박사
회의록 낭독 : 박은정 박사
회 계 보 고 : 조지훈 박사
회장과 감사 총회인준 : 김상백 박사
제25대 임원소개 및 신구임원교체 : 25대 회장이 소개
폐회선언 : 김상백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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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목록 ◀
(1993 - 2020)
<기독교학회로부터 분류 이후>
1993년

제1회 정기학술세미나
박근원 박사(한신대 교수), “코이노니아와 실천신학”
윤종모 박사(성공회신대 교수), “해방과 치유를 위한 목회”
염필영 박사(감신대 교수), “실천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1994년

제2회 정기학술세미나
김원쟁 박사(연세대 교수), “신학교육에 있어서 무의식의 문제”
홍성철 박사(서울신대 교수), “세속화와 회심”
유해룡 박사(대전신대 교수), “영적형성의 모델연구”

1995년

제3회 정기학술세미나
이호영 박사(계명대 교수), “성찬과 해방”

1996년

제4회 정기학술세미나
홍명희 박사(목민원 부원장), “포스트모던과 실천신학의 위치”)

1997년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김세광 박사(서울장신 교수), “문화변동에 따른 21세기 예배의 변화
전망”

1998년

제6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 5-6
2. 장소: 청주 수안보 파크호텔
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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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김한옥 박사(서울신대 교수),
“현대목회와 평신도-목회적 교회를 위한 교회의 형태적 생
리적 존재형식”,
II. 손운산 박사(이화여대 교수),
“상처입은 한반도적 자아치유를 위한 상담목회”
제7회 정기학술세미나

1999년

1. 일시: 2. 5-6
2. 장소: 이천 미란다호텔
3. 발표:
I. 김원쟁 박사(연세대 교수),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로서의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숙”
II. 김은수 박사(전주대 교수) “뉴에이지 운동과 선교적 과제”

2000년

제8회 정기학술세미나
1.일시: 2. 11-12
2.장소: 유성 로얄호텔
3.발표:
I. 정인교 박사(서울신대 교수),
“21세기설교의 갱신-영상설교는 설교의 한 대안으로 자리 잡
을 수 있는가?”
II. 김진영 박사(평택대 교수),
“관계를 통한 자기정체성 발견-유교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2001년

제9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001년 2. 2-3
2. 장소: 유성호텔
3. 발표:
I.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교회력과 성서일과를 통한 설교”
II. 박노권 박사(목원대 교수), “회심의 심리학적 이해: 공헌과 한계”
..................................................................................................................................
제10회 정기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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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2001년 10. 18-19
2. 장소: 경주교육문화회관
3. 발표:
I. 이기춘 박사(감신대 교수), “실천신학회, 교회음악회, 목회상
담학회의 회고와 전망”
II. 김순환 박사(한국성서대 교수), “성찬의 4중행위와 한국교회
예배의 내일”
4. 논찬: 나동광 박사(경성대 교수)

2002년

제11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002년 2. 1-2
2. 장소: 유성호텔
3. 발표:
I. 이성민 박사(감신대 교수),
“포스트모던 실천신학의 방법론으로서의 ‘몸 뜻’ 해석학”
II. 김경진 박사(장신대 교수),
“초기 한국교회의 장로교 예배”
..................................................................................................................................
공동워크샵
1. 일시: 2002년 7. 1-3
2. 장소: 울륭도

3. 실천신학회회원을 위한 공동 워크샵

제12회 정기학술세미나
1.일시: 2002년 10. 18-19
2.장소: 사랑의 교회수양관
3.발표: I. 김운용 박사(장신대 교수),
“새로운 설교학 운동과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
(프래드 B 크래독의 설교신학을 중심으로).
4.논찬: 이성민 박사(감신대 교수)

2003년

제13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003년 2.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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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청부상당교회
3. 발표:
I. 김충환 박사(호신대 교수), “예배, 찬양 그리고 워십댄스”
II. 김성대 박사(경성대 교수), “시편 표제에 나타난 음악관련 용
어 연구”
..................................................................................................................................
공동워크샵
1. 일시: 2003년. 8. 5-6
2. 장소: 속리산
3. 실천신학회 회원을 워크샵
..................................................................................................................................
제14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003년 10. 24 - 25
2. 장소: 사랑의 교회수양관
3. 발표: I. 허도화 박사(계명대 교수), “생명과 생태를 축하하는
예배”
4. 논찬: 문병하 박사(그리스도신대 교수)

2004년

제15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4년 2월 6일(금) - 7일(토)
2. 장소 : 율곡교회 단양수양관(가흥순목사 숙식제공)
3. 발표 :

1. 예배 : 사회 : 위형윤 박사(안양대 교수)
기도 : 백상열 박사(은진영성수련원원장)
설교 : 문성모 박사(대전신대 총장)
2. 발표자 : 허정갑 박사(연세대 교수)
제 목 : 기독교 입교 : 세례와 견신례
논찬자 : 김금용 박사(호신대 교수)
3. 발표자 : 차명호 박사(호서대 교수)
제 목 : 한국교회와 미래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논찬자 : 김한옥 박사(서울신대 교수)

제16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4년 6월(토) 11시
2. 장소 : 후암백합교회
3. 발표 : 1. 발표자 : 김금용 박사(호신대 교수)

- 537 -

제 목 : 설교와 예배준비의 의미에 대한 연구
논찬자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2. 발표자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제 목 : 카토릭교회 예배
논찬자 : 문상기 박사(침례신대 교수)
..................................................................................................................................
제17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4년 10월 22 - 23일
2. 장소 : 대전유성관광호텔
3. 발표자 : 문병하 박사(그리스도신대 교수)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영적 리더쉽과 지도자론
논찬자 : 나형석 박사(협성신대 교수)

2005년

제18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5년 1월 28(금) - 29일(토)
2. 장소 : 아우내재단 한국디아코니아 자매회
3. 예배 : 사회 : 위형윤 박사(총무/안양대 교수)
설교 : 문성모 박사(회장/대전신대 총장)
기도 : 백상열 박사(부회장/은진영성아카데미 원장)
4. 발표 :
I. 발표자 : 안덕원 박사(서울신대 겸임교수)
제 목 : 기독교 예전에 있어서 새로운 교회연합운동의 모색
과 전망
논찬자 : 김순환 박사(한국성서대 교수)
II. 발표자 : 홍주민 박사(한신대 오래교수)
제 목 :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위한 디아코니아학의
가능성 모색
논찬자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
제19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5년 6월 18(토)
2. 장소 : 분당새벽월드 평화센터
3. 예배 : 사회 : 문성모 박사(회장/대전신대 총장)
설교 : 김소영 박사(영남신대 명예총장/마닐라 장신대

- 538 -

총장)
기도 : 백상열 박사(부회장/왕대리교회 목사)
4. 발표 : 1. 좌 장 : 위형윤 박사(총무/안양대 교수)
발표자 : 조재국 박사(연세대교수)
제 목 : 한국교회 설교언어의 상징적 구조와 기능에 관
한 연구
논찬자 : 이명희 박사(침신대 교수)
2. 좌 장 : 김운용박사(장신대 교수)
발표자 : 김충렬 박사(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제 목 : 빅토 프랭클의 삶의 의미론과 신앙생활
논찬자 : 차명호 박사(전 호서대 교수/강북교회 목사)
5. 종합평가 : 박근원 박사(한신대 명예교수)
..................................................................................................................................
제20회 정기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1. 일시 : 2005년 10월 21(금)-22(토)
2. 장소 : 사랑의 수양관
3. 발표 : 1. 좌 장 :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발표자 : 나형석 박사(협성대 교수)
제 목 : 성찬과 하나님의 나라
논찬자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4. 정기총회 : 1. 회칙수정 및 개정
2. 임원선거 및 이사, 각위원장 선임

2006년

제21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6년 2월 4일
2. 장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찬송 : 246장
기도 : 나형석 박사 (서기)
성경 : 안선희 박사
설교 : 백상열 박사 (회장)

- 539 -

인사말 : 김외식 박사 (감신대총장)
주기도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한옥 박사 (서울신대 교수)
발표 : 김세광 박사 (서울장신대 교수)

제목 :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본 예배
논찬 : 허정갑 박사 (연세대 교수)
제2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 (한신대 교수)
발표 : 박해정 박사 (감신대 교수)
제목 : 한국 초기 감리교회의 성만찬 이해
(1885-1935)
논찬 : 주승중 박사 (장신대 교수)
..................................................................................................................................
제22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6년 6월 3일 (토)
2. 장소 : 안동교회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기도 : 위형윤 박사 (부회장)
성경봉독 : 김세광 박사 (서기)
설교 : 백상열 목사 (회장)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운용 박사 (장신대 교수)
발표 : 김순환 박사 (한국성서대 교수)
제목 : 성서정과와 강해설교의 접목 가능성과 실제
논찬 : 정인교 박사 (서울신대 교수)
제2발표 : 좌장 : 이성민 박사 (감신대 교수)
발표 : 김성민 박사 (협성대 교수)
제목 : 민담의 분열과 C.G.융의 개성화 과정
-기독교 영성수련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찬 : 이재훈 박사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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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 김충렬 박사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
제23회 정기학술대회 : 기독교공동학회
1. 일시 : 2006년 10월 20일 (금)
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3. 발표 : 기도 : 백상열 박사 (회장)
좌장 : 조기연 박사 (서울신대 교수)
발표 : 허정갑 박사 (연세대 교수)
제목 : 성만찬적 교회론 -성도의 고제를 중심으로논찬 : 안선희 박사 (이대 교수)

2007년

제24회 정기학술대회
1. 일시 : 2007년 2월 9일 ~ 10일
2. 장소 : 미란다 호텔 (경기도 이천)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기도 : 위형윤 박사 (부회장)
성경봉독 : 백상열 박사 (회장)
설교 : 박근원 박사 (전 한신대 총장)
축도 : 정장복 박사 (한일장신대 총장)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운용 박사 (장신대 교수)
발표 : 김한옥 박사 (서울신대 교수)
제목 :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상태와 발전 방안
논찬 : 문병천 박사 (그리스도신대 교수)
제2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 (한신대 교수)
발표 : 평신도 목회의 퍼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
논찬 : 최종인 박사 (평화교회 목사/서울신대 외
래교수)
제3발표 : 좌장 : 위형윤 박사 (안양대 교수)
발표 : 주승중 박사 (장신대 교수)
제목 :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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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 : 남호 박사 (목원대 교수)
................................................................................................................................
제25회 정기학술세미나 : 기독교공동학회
1. 일시 : 2007년 5월 18일 (금)
2. 장소 : 한세대학교
3. 발표 : 인사말 및 기도 : 백상열 박사 (회장)
좌장 : 나형석 박사 (협성대 교수)
발표 : 박근원 박사 (한신대 명예교수/
한국실천신학회 회장(1987~1991/
한국기독교학회장(1991~1993))
제목 : 한국실천신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논찬 : 위형윤 박사 (안양대 교수)

제26회 정기학술대회(영어발표) : 기독교공동학회
1. 일시 : 2007년 10월 19일 (금)
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3. 발표 :

기도 : 정장복 박사 (한일장신대 총장 / 제8대 회장)
좌장 : 나형석 박사 (협성대 교수)
발표 : 주인옥 박사 (장신대 강사)
주제 : Shared Poiesis(쉐어드 포이에시스)
논찬 : 김순환 박사 (한국성서대 교수)

2008년

제27회 정기학술대회
1. 일시 : 2008년 2월 2일 오전 10시 - 4시 30분
2. 장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3. 개회예배
사회 : 김세광 박사 (총무)
기도 : 나형석 박사 (서기)
설교 : 문성모 박사 (12대 회장)
축도 : 박근원 박사 (4. 5대 회장)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위형윤 박사 (회장 / 안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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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이요섭 박사 (세종대 교수)
제목 : 크리스쳔의 리더쉽에 관한 고찰
논찬 : 조재국 박사 (연세대 교수)
제2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 (한신대 교수)
발표 : 반신환 박사 (한남대 교수)
제목 : 노인자살의 특징과 목회적 개입
논찬 : 김충렬 박사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제3발표 : 좌장 : 김순환 박사 (한국성서대 교수)
발표 : 김상백 박사 (순복음신학대학원대 교수)
제목 : 도시사회에서의 영성목회에 대한 연구
논찬 : 조성돈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 교수)
종합토론 : 좌장 : 김세광 박사((성루장신대 교수)

2008년

제28회 정기학술대회
1. 일시 : 2008년 6월 7일 오전 9시 30분 - 4시 30분
2. 장소 : 안양대학교 아리관 105(CEO Room)
3. 개회예배
사회 : 김세광 박사 (총무)
기도 : 이요섭 박사 (세종대학교 교수)
특송 : 안양대학교 쌍투스 중창단
-지휘 : 손인오 (영혼의 아름다운 소리 연구소 소장)
설교 : 위형윤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 회장)
약사 : 문성모 박사(서울장신대학교 총장 / 제12대 회장)
축도 : 박근원 박사(전한신대 총장 / 제4-5대 회장)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표 :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제목 :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와 그 현실
논찬 : 이현웅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제2발표 : 좌장 : 조재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제목 : 자살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과 교회의 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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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 : 김선일 박사(서울장신대 연구교수)
제3발표 : 좌장 : 김경진 박사(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발표 : 김충렬 박사(한국 상담치료 연구소 소장)
제목 : 기독교인의 자살과 그 대책
논찬 : 반신환박사(한남대학교 교수
제4발표 : 좌장 : 김금용 박사(호남신학대학교 교수)
발표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목 : 예배, 타나토스를 넘어선 승리의 아남네시스
논찬1 : 주승중 박사(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논찬2 : 이명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 좌장 :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교수)

2008년

제29회 정기학술대회
총주제 :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구역공동체를 위한 빈곤복지와 디아
코니아
일 시 : 2008년 9월 6일(토)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장 소 : 분당한신교회 별세홀(지하2층)
Ⅰ. 9시 30분 - 10시 아침간식 및 접수와 친교
II. 10시 - 10시 30분 경건회
사 회 : 김세광 박사(총무/서울장신대학교 교수)
기 도 : 김윤규 박사(회계/한신대학교 교수)
특 송 : 테너 손인오 (영혼의 아름다운소리 연구소 소장)
설 교 : 이윤재 박사(분당한신교회 담임목사)
인 사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축 도 : 이말테 목사(루터대학교 교수/국제관계진흥회위원장)
III. 정기학술발표회
10시 30분 - 11시 제1발표 : 이현웅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주 제 : 한국교회 예배신학의 외연 확장을 위한 한 모델로서
존 칼빈(John Calvin)의 예배와 나눔의 실천
좌 장 : 주승중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1시 20 논

찬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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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 질

의 : 이승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1시 30분 - 12시 제2발표 : 나형석 박사(서기/협성대학교 교수)
주 제 : 고든 래트롭의 예배비평론과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
한 함의 연구
좌 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2시 20분 논 찬 : 조기연 박사(부회장/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2시 30분 질 의 : 이명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12시 30분 - 13시 30분 점심식사 교회식당(분당한신교회에서 제공)
13시 30분 - 14시 제3발표 : 손의성 박사(배재대학교 교수)
주 제 : 구역을 중심으로 한 빈곤복지의 신학적 근거와 실천에
관한 연구
좌 장 : 이요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
14시 20분 논 찬 : 이승열 박사(예장 총회사회봉사부 총무)
14시 30분 질 의 :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4시 30분 - 15시 제4발표 : 허우정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겸
임교수)
주 제 : 하인츠 바그너(Heinz Wagner)의 디아코니아 이해와 한
국교회
좌 장 : 김순환 박사(감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5시 20분 논 찬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
15시 30분 질 의 : 김충렬 박사(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15시 30분 - 16시30분 종합토론: 좌장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
교 교수)
총평논찬 : 김윤규 박사(회계/한신대학교 교수)
질의응답 : 다같이

제30회 정기학술대회 : 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
일 시 : 10월 17일(금)-18일(토)

장소 : 침례신학대학교

발표자 : 기독교학회 : 안선희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논 찬 : 황금봉 박사(영남신학대학교 교수)
발표1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
주 제 : 섬김의 길로서의 선교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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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표2 : 김금용 박사(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주 제 :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논찬2 : 허도화 박사(계명대학교 교수)

2009-1

제31회 정기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총주제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젼)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3시-7일(토) 오전 12시
장 소 :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구 크리스챤 아카데미)
Ⅰ. 2월 6일(금) 오후 3시 - 30분 접수와 인사
II. 3시 30분 - 4시 경건회
사 회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기 도 : 김금용 박사(학술분과위원장/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설 교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축 도 : 박근원 박사(전 한신대학교 총장)
III. 4시 - 5시 주제강연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젼)
사 회 : 김세광 박사(총무/서울장신대학교 교수)
강 연 : 박종화 박사(경동교회 담임목사)
IV. 제I 학술발표회(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눔)
A그룹(천은실) 5시-40분 제1발표: 권명수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주 제 : 루돌프 보렌과 박근원 실천신학 구조 비교
좌 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6시 00분 논 찬 : 이승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6시 10분 논 찬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
6시 30분 질의응답
B그룹(622호) 5시-40분 제2발표: 차명호 박사(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주 제 : 창조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과 적용
좌 장 : 이광희 박사(평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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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00분 논 찬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6시 10분 논 찬 : 손의성 박사(배제대학교 교수)
6시 30분 질의응답
V. 저녁식사 6시 30분-7시 10분(식사와 숙박 경동교회에서 제공)
식사기도 : 이말테 목사(루터대학교 교수)
VI. 제II 학술발표회(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눔)
A그룹(천은실) 7시-40분 제3발표: 김성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주 제 : Madame Guyon의 신비주의와 영성
좌 장 : 조재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8시 00분 논 찬 :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교수/한국상담치료연
구소장)
8시 10분 논 찬 : 반신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25
8시 30분 질의응답
B그룹(622호) 7시-40분 제4발표: 김광건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주 제 : 리더십 변수들에 관한 개론적 고찰
좌 장 : 이요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
8시 00분 논 찬 :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8시 10분 논 찬 :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8시 30분 질의응답
VII. 8시 30분-9시 30분 제III 학술대화와 자유토론(전체모임 : 천은실)
주 제 : 최근 실천신학의 흐름에 관한 분석과 전망
좌 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1. 회원들의 정보교환과 최근 관심
2. 최근 신학대학들의 과목변경 및 전망
3. 제1. 2. 3. 4. 발표에 대한 검토와 보완
4. 기타 학문적 동향
VIII. 9시 30분-10시 제IV 임시총회
사 회 : 위형윤 회장 / 김세광 총무
안 건 : 1.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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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일정
3. 학술대회일정 및 발표자 모집
4. 기타 사업계획
IX. 10시- 취침 및 자유시간 : 가 분과 모임 등

X. 2월 7일(토)
오전기상 6시 30분-8시 간단한 산책 : 택일 4.19 묘지/ 북한산
안

내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8시 30분-9시 30분 아침식사
식사기도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XI. 제III 학술발표회(전체모임: 천은실)
오전 9시 30분-10시 10시 제5발표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87
주 제 : 예배갱신의 내포적 의미와 그 실현 범위
좌 장 : 김경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0시 30분 논 찬 : 박해정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106

10시 40분 논 찬 : 백상열 박사(직전회장/왕대리교회 담임목사)
11시

질의응답

XII. 제IV 종합토론(전체모임: 천은실) 11시-11시 30분
좌 장 : 나형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XIII. 제V 점심 및 폐회 11시 30분-12시
폐회기도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대 총장)

2009-2

제3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09년 5월 30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장 소 : 서울장신대학교 강신명 홀
I.예배
사회 : 위형윤 박사(회장)
기도 : 이말테 박사(루터대학교 교수)
설교 : 김외식 박사(전 감신대학교 총장) “한국실천신학회의 회고와
전망”
II.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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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표 : 심상영 박사 “…분석심리학과 무의식…”(한국심층심리연
구소장)
좌장 :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논찬1 : 반신환 박사(한남대 교수) 논찬2 황병준 박사(호서대 교수)
제2발표 : 하도균 박사(서울신대 교수) “대거부락 전도운동에 관한
소고”
좌장 : 차명호 박사(부산장신대 교수)
논찬1 : 김선일 박사(웨신대 교수) 논찬2 이요섭 박사(세종대 교수)
제3발표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예배의 일반적 이해”
좌장 : 김순환 박사(서울신대 교수)
논찬1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 교수) 논찬2 이현웅 박사(한일장신
대 교수)
제4발표 :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기독교봉사개념의 기초…
”
좌장 : 홍주민 박사(한신대 연구교수)
논찬1 : 이승렬 박사(예장사회부총무) 논찬2 허우정 박사(실천신
대 교수)
제5발표 : 최동규 박사(서울신대 교수) “한국포스트모던 문화와 교회
성장… ”
좌장 : 조재국 박사(연세대 교수)
논찬1 : 백상렬 박사(은진아카데미 원장)
제6발표 : 류원열 박사(연대/장신대 강사) “웨슬리의 설교연구”
좌장 :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논찬1 : 이승진 박사(실천신대 교수) 논찬2 김경진 박사(장신대
교수)
제7발표 : 조창연 박사(대한신학대 교수) “한국사회의 변화 … ”
좌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대 교수)
논찬1 : 조성돈 박사(실천신대 교수) 논찬2 이명희 박사(침신대
교수)
종합토론
좌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응답 : 김종렬 박사(목회교육원원장)
폐회기도 : 백상렬 박사(은진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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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

제33회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교회성장동력교회 연구모임
일 시 : 9월 5일(토)

장소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원목실

주 제 : 1. 한국교회 성장동력교회 연구
2. 다음 발표 연구모임 : 11월 21일 세브란스병원 원목실
참석자 : 위형윤 김윤규 조재국 조기연 김세광 김순환 이요섭 박
해정 조성돈 정재영 최동규

2009-4

제34회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공동학회
일 시 : 10월 16일(금) 오후 1시- 17일(토) 1시 40분
장 소 :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주 제 : 21세기 한국문화와 기독교
▶ 16일(금) 12시 30분 - 1시
▶ 16일(금) 1시 - 7시

등록

개회예배 및 주제강연

▶ 16일(금) 7시 - 8시 20분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예배
분과
주 제 : “기념이면서 소통인 예배 : 동시대 문화 속 예
좌
발

배 모색”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표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7일(토) 8시 - 9시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상담분과
주
좌

제 : “기독교인 자살과 목회적 대응 -상담학의 관점
에서- ”
장 : 이 명 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충 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김 성 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논 찬 2 : 반 신 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
▶ 17일(토) 8시 - 9시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목회사회분
과
주 제 :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죽음에 관한 기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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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이해”
장 : 김 운 용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재 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논 찬 1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허 도 화 박사(계명대학교 교수)

2010-1

제3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0월 2월 5일(금) 오후 5시- 6일(토) 11시
장 소 : 수원 소망아카데미
주 제 : 한국교회 예배와 상담 그리고 복음전도
I.. 예배 : 제15회 총회년보 참조
II. 제15회 정기총회 : 총회년보 참조
III. 학술발표
총주제 : 한국교회의 예배와 상담 그리고 복음전도
1. 김병훈 박사 : 긴장에너지의 세가지 유형
좌장 : 김충렬 논찬1 이시철 논찬2 권명수
2. 김충환 박사 : 구약시대에 나타난 트럼펫과 예배
좌장 : 김한옥 논찬1 조재국 논찬2 김수천
3. 홍순원 박사 : 성만찬의 사회윤리적 함의
좌장 : 이현웅 논찬1 김경진 논찬2 김순환
4. 김선일 박사 : 신학적 관점에서 복음전도
좌장 : 나형석 박사 논찬1 문병하 논찬2 최동규
IV. 폐회 : 별지와 같이 제15대 임원진 구성 발표
제1대 이사회 이사 발표
손인오 목사(영혼의 아름다운소리 연구회 소장)

2010-2

제3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바람직한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방향과 실제
일 시 : 2010년 6월 12일(토) 10:00 - 16;00
장 소 : 초동교회 난곡홀 (02-765-0528)
I. 접수 및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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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회 예배 초동교회 난곡홀 인도: 조기연 교수 (1부회장)
기도: 나형석 교수 (제1총무)
설교: 강석찬 박사 (초동교회 담임목사)
축도: 박근원 박사 (전한신대총장. 제 4대 5대 회장)
알림: 나형석 교수
III. 논문발표 - 분과학회별 나누어 지정호실
1. 목회상담분과
발제자:김홍근(한세대) “애도를 통한 내면화과정과 새로운 자기표
상형성”
좌장:김성민(협성대) 논찬1:반신환(한남대) 논찬2: 김병훈(호서대)
2. 예배분과
발표자:김순환(서울신대) “개신교성찬예배를 위한 제언”
좌장:나형석(협성대) 논찬1:주승중(장신대) 논찬2:김경진(장신대)
3. 설교분과
발제자:최진봉(장신대) “성례적 설교”
좌장:김윤규(한신대) 논찬1:이승진(실천신학대학원) 논찬2:전창희
(협성대)
4. 디아코니아분과
발표자 홍주민(한신대) “독일사회국가 체계에서 교회 디아코니
아의 역할 연구”
좌장: 이승열(장로회총회사회봉사부총무) 논찬1:김옥순(한일장신
대) 논찬2: 황병배(협성대)
5. 목회상담분과
발표자: 박노권 (목원대) “렉시오 디비나의 활용가능성”
좌장: 김충렬(한일장신) 논찬1:황병준(호서대) 논찬2:최재락(서울
신대)
6. 예배분과
발제자: 김명실(장신대) “탄원기도와 한국교회“
좌장:조기연(서울신대) 논찬1:안선희(이화여대)
논찬2: 박해정(감신대)
7. 설교분과
발제자: 전창희(협성대) “이야기 신학과 설교“
좌장: 김세광(서울장신) 논찬1:유재원(장신대)
논찬2:한재동(나사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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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종합토론
좌장: 김윤규 회장
차기 학술대회 토의(전회원) 및 결의사항 진행
IV. 폐회 기도회 인도: 김윤규 교수
찬송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축도: 위형윤 교수 (직전회장)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
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 아멘

2010-3

제3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접수 및 친교 오후 2시 30분-6시 30분
I. 개회 예배 3시 - 3시 30분

인도: 김윤규 박사(회장)

개회 찬송 (14장 1.2.3 주 우리 하나님)
기 도: 김세광 박사(제2부회장)
성 경: 요한15:1-6
특 주: 피아노연주 김애자 박사(텍사스대학교 음악박사)
설 교: “이것이 교회다”

김병삼 목사(분당만나교회 담임목사)

축 도: 김병삼 목사
알 림: 나형석 교수
II. 3시 40분 - 5시 30분 교회성장동력의 비밀 사례발표
좌

장 : 조재국 박사 (연세대 교수/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장)

1. 박해정 박사(감신대 교수) : “김병삼 목사의 분당 만나교회”
2. 최동규 박사(서울신대 교수) : “김석년 목사의 서초 성결교회”
■ 10분 휴식 ■
특주 : 피아니스트 김애자 박사
3.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 : “정주채 목사의 용인 향
상교회”
4. 이요섭 박사(세종대 교수/ 교목실장) : “김학중 목사의 안산 꿈
의 교회”
III. 5시 30분 - 6시 종합토의
좌

장 : 조성돈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 위원회 간사)

총

평 : 조재국 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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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전체
축도: 위형윤 교수 (이사장)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
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
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
노라”(민 6:24) 아멘
IV. 6시 - 6시 30분 폐회 및 저녁식사

2010-4

제3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
술대회
일 시 : 10월 22일(금) 오후 1시- 23일(토) 1시 30분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한국 그리스도인의 인간성 성찰
▶ 22일(금) 12시 30분 - 1시
▶ 22일(금) 1시 - 7시

등록

개회예배 및 주제강연

▶ 22일(금) 7시 10분 - 8시 30분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상담분과
주
좌
발

제 :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전일성 회복”
장 : 최재락 박사(서울신대학교 교수)
표 : 김 성 민 박사(형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반 신 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
논 찬 2 : 안
석 박사(서울기독대학교 교수)
8시 30- 9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예배분과
주 제 : “세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모태 ”
좌 장 : 박 해 정 박사(감리교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기 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차 명 호 박사(부산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전 창 희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 23일(토) 8시 50 - 8시 55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디아코
니아분과
주 제 : “예전의 해석학적 의미로서의 디아코니아 활동”
좌

장 : 홍 주 민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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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김 옥 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황 병 배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8시 55- 9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설교분과
주 제 : “이명직 목사의 설교세계”
좌 장 : 주 승 중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이 승 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11-1

제3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6회 정기총회
일 시 : 2월 11일(금) 오후 2시- 12일(토) 오전 12시
장 소 : 수원 소망아카데미 (경기대학교 입구 좌회전)
주 제 : “목회현장을 위한 간학문간 대화: 설교의 통합적 논의”
▶ 11일(금) 14시 00분 - 15:00 등 록
▶ 11일(금) 15:00 -15:30

▶ 11일(금) 15시 40분 - 17:00
주
좌

개회예배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제 : “한국감리교회의 세례 갱신과 설교에 대한 연
구”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형 래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김 형 락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이 승 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8시 30- 19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주 제 : “현대설교의 위기와 설교에서 힘을 주는 요소
좌
발

로서의 의지력의 적용성 연구 ”
장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표 : 김 충 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가 요 한 박사(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목사)
논 찬 2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20시 00 - 21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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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좌

제 : “의미있는 설교-성찬 예배를 위한 실천적 제안”
장 : 김 운 용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안 선 희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논 찬 2 : 조 기 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12일(토) 8시 55- 9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주 제 : “미디어 선굘르 통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좌 장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황 병 배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한 재 동 박사(나사렛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류 원 렬 박사(평택대학교 교수)
9시 30- 10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5)
주
좌
발

제 : “설교의 디아코니아적 접근”
장 : 이 현 웅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표 : 홍 주 민 박사(한국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최 진 봉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김 수 천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10시 50-11시 20 종합토의 :“목회현장과 간학문적 대화”
좌장: 김 윤 규 박사(한국신학대학교)
11시 30- 12:00 제16회 정기총회
폐해예배-성만찬예배
인도: 조기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
12 : 00 : 점심식사

2011-2

제4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5월 28일(토) 10:00- 15:30
장 소 : 신촌성결교회 신축본당:소예배실
주 제 : “변화하는 시대의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의 가능성 모색”
▶ 11시 20분 - 12:1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주 제 : “내면아이 치료와 목회상담”
좌
발

장 : 김 성 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표 : 오 제 은 박사(숭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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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1 : 권 명 수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류 제 상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찬3: 안

석 박사(서울기독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주
좌
발

제 : “임상적 의사소통의 과정에 관한 연구”
장 : 오 규 훈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표 : 김 병 훈 박사(호서대학교 교수)

논 찬 1 : 박 중 수 박사(강남대학교 교수)
논 찬 2 : 양 유 성 박사(평택대학교 교수)
▶ 13시 00 - 13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주 제 : “영적지도의 시대적 요청과 분별의 문제”
좌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유 해 룡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이 강 학 박사(횃불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오 규 훈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주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제 : “신학으로 미디어 읽기”

좌 장 : 이 요 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
발 표 : 이 길 용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성 석 환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논 찬 2 : 최 동 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14시 00 - 14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5)
주
좌

제 : “주요 서구 개신교회 예배의 현황과 그 비교
연구”
장 : 문 병 하 박사(그리스도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박 종 환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한 재 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논 찬 3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6)
주 제 : “디아코니 질 관리경영에 관한 연구”
좌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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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김 옥 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홍 주 민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이 범 성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4시 50-15시 10 총 평 :김 세 광 박사수석부회장)
좌장: 김 윤 규 박사(한국신학대학교)
15시 10- 15:30 폐회기도회
인도: 조기연 박사(회장) 축도: 김윤규 박사(직전회장)

2011-3

제4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9월 24일(토)
장 소 : 세종대학교 애지헌교회
주 제 : “한국교회 성장동력세미나”
▶ 11시 00 - 12:00 제1발표
주 제 : “한국교회 개혁모델:거룩한 빛 광성교회”
좌
발

장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표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 교수)

▶ 13시 00 - 14시 00
제2발표 (1)
주 제 : “오산평화교회 성장동력 분석과 적용”
좌
발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표 : 하 도 균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14시 00 - 15시 00
제2발표 (2)
주 제 : “오순절 영성목회로 성장하는 지구촌순복음교
회”
좌
발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표 : 김 상 백 박사(순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

수)
▶ 25:30 - 16:00
폐회기도회

- 558 -

인도: 조기연 박사(회장)
축도: 위형윤 박사(한국실천신핛회 이사장)

2011-4

제4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일 시 : 10월 21일(금) ~ 22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글로벌시대의 한국신학”
▶ 21일(금) 20시 00분 - 22:00
주
좌
발

주제발표 (1)

제 : “한국교회 예배의 배경, 윤곽 그리고 내용”
장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표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대학교 교수)

▶ 21일(금) 17시 00 - 18시 30

학회별발표 (1)

주
좌
발

제 : “한국교회의 종교성”
장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표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 정 재 영 박사(실천신학대학교 교수)

▶ 22일(토) 08시 20 - 09시 20
학회별발표 (2)
주 제 :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
좌 장 : 문 병 하 박사(그리스도신학대학교 교수)
발
논

표 :

최 동 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찬 : 하 도 균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25:30 - 16:00
폐회예배 및 성만찬
인도: 정장복 목사(한국기독교학회 회장)

2012-1

제4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7회 정기총회
주 제 :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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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4일(토) 12:00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4-640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 2.3일(금) 15시 30분 - 17시 제1발표(주제발표) : 대연회장
주 제 : 한국사회의 변동과 기독교
발표자 : 조성돈 박사
좌 장 : 조기연 박사 논찬1 : 최현종 박사
논찬2 : 정재영 박사
▶ 2.3일(금) 17시 00 - 18시 30분

학회별발표 (1)

제2발표 : 팅거벨
주 제 :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전문성을 위한 신학적 성찰과
정책 방향
발표자 : 김옥순 박사
좌 장 : 위형윤 박사 논찬1 : 김한호 박사
논찬2 : 이범성 박사
제3발표 : 피터펜
주 제 : 장 칼뱅의 인간이해와 목회적 돌봄
발표자 : 안 석 박사
좌 장 : 권명수 박사 논찬1 : 안민숙 박사
논찬2 : 채희용 박사
▶ 2.3일(금) 18:30 - 19:30 저 녁 식 사
▶ 2.3일(금) 19:30 - 21:00 제4발표 : 대연회장
주 제 : 목회상담의 위기적 상황과 그 대처
발표자 : 김성민 박사
좌 장 : 김충렬 박사 논찬1 : 김홍근 박사
논찬 2 : 황병준 박사
▶ 2.4일(토) 7:00 - 9:00 아 침 식 사
▶ 2.4(토) 9:00 - 10:30 학회별발표 (2)
제5발표 : 팅거벨
주 제 : 영성지도의 현대적 이슈들
발표자 : 이강학 박사
좌 장 : 유해룡 박사 논찬1 : 오방식 박사
논찬 2 : 김경은 박사
제6발표 : 피터펜
주 제 : 전환기에 선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발표자 : 이현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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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김윤규 박사

논찬1 : 추일엽 박사
논찬2 : 서승용 박사

▶10:30 - 11시30 제17회 정기총회 및 폐회예배 : 대연회장
정기총회 사회 : 조기연 회장
성찬인도 : 나형석 박사
찬
송 :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축
도 : 위형윤 박사(본회이사장)

2012-2

제44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변화하는 목회환경과 실천신학
일시: 2012년 6월 2일(토) 10:00-15:40
장소: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집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2동 101
개회예배 - 김세광 박사(회장)
▶ 학회별발표 1
발표자: 조재국 박사
주제: 선교초기의 기독교 성장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좌장: 조성돈 박사/ 논찬1: 정근하 박사/ 논찬2: 김선일 박사

▶ 학회별발표 2
발표자: 김안식 박사
주제: 다산의 목민심서로 세우는 21세기 한국 문화권의 설교자상
좌장: 이현웅 박사/ 논찬1: 최진봉 박사/ 논찬2: 이승진 박사

▶ 학회별발표 3
발표자: 김충렬 박사
주제: 한의 개념과 열등감의 상관성 연구
좌장: 김성민 박사/ 논찬1: 김홍근 박사/ 논찬2: 최재락 박사

▶ 학회별발표 4
발표자: 최광현 박사
주제: 영성과 가족치료: 목회영성과 가족치료의 만남
좌장: 양유성 박사/ 논찬1: 정보라 박사/ 논찬2: 송민애 박사

▶ 학회별발표 5
발표자: 김옥순 박사
주제: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본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좌장: 홍주민 박사/ 논찬1: 김한호 박사/ 논찬2: 이범성 박사

▶ 학회별발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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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오방식 박사
주제: 자기초월의 관점에서 바라본 토마스 머튼의 자기이해
좌장: 유해룡 박사/ 논찬1: 권명수 박사/ 논찬2: 이강학 박사

▶ 학회별발표 7
발표자: 나형석 박사
주제: 희생으로서의 성찬
좌장: 김운용 박사/ 논찬1: 허정갑 박사/ 논찬2: 김명실 박사

▶ 종합진행: 조기연 박사
폐회기도: 김윤규 박사

2012-3

제4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제3차 한국 10대 교회성장동력 분석 발표회
일시: 2012년 9월 15일(토) 10:00-13:00
장소: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개회예배
좌장 조재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제1 발표 :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양교회
발 표 자 : 위형윤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논

찬 : 이만규 목사(신양교회 담임목사)
질의응답

제2 발표 : 하나님의 가족을 구현하는 참 교회: 목산교회
발 표 자 : 이 명 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 윤창선 전도사(목산교회담임교역자)

질의응답
제3 발표 : 열정으로 성장하는 군산성광교회
발 표 자 : 서승룡 박사(한신대학교 외래교수)
논

찬 : 양태윤 목사(군산성광교회 담임목사)
질의응답

점심식사
임원회의

2012-4

제4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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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학회와

일 시 : 10월 21일(금) ~ 22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통일과 화해”
제1발표 북한이탈 주민의 자기표상 이해에 기초한 목회적 돌
봄
발표자: 김홍근 박사(한세대학교 교수) 논찬자: 권명수 박사 안석
박사
좌 장: 이광희 박사
제2발표 한국적 설교를 위한 한 시안으로서의 판소리설교에 관
한 연구
발표자: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논찬자: 이성민 박사 류원렬
박사
좌 장: 김옥순 박사

2013-1

제4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8회 정기총회
일 시 : 2013년 2월 1일(금) ~ 2일(토)
장 소 : 부천 카리스호텔
주 제 : 실천신학 학문적 위치와 미래
개회예배
제1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경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주제 1 :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적 이해
발표자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주제 2 : 실천신학의 사회과학적 방법론 소고
발표자 : 박관희 박사(교회리서치연구소 대표)
주제 3 : 실천신학의 역사적 변천과 미래적 과제
발표자 :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 저녁식사 제2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주제 4 : 디아코니아신학의 실천신학적 위상과 그 과제들
발표자 :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주제 5 : 교회성장학의 학문적 특성과 실천신학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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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최동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주제 6 : 영성인가? 아니면 상담심리치료인가? 영성지향적
상담심리치료로서의 기독교(목회)상담학
발표자 : 안 석 박사(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전체모임 및 인사
제2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 아침식사 제3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홍근 박사(한세대학교 교수)
주제 7 : 실천신학적 지평확대를 위한 예배학적 모색
발표자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폐회예배 - 성찬집례 : 김세광 박사 - 사랑의 오찬 -

2013-2

제4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3년 6월 1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 협성대학교
주 제 :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한 실천신학의 추구
개회예배
제1발표: 이상훈 박사
주제: 공공신학 윤리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사회
좌장: 이승열 박사/ 논찬1: 김옥순 박사/ 논찬2: 김한호 박사
제2발표: 황병배 박사
주제: The Rainer Scale을 통해 본 한국 불신자 유형조사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선교적 통찰
좌장: 조재국 박사/ 논찬1: 조성돈 박사/ 논찬2: 최동규 박사
제3발표: 김성민 박사
주제: 정신에너지와 정신치료: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회심체험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좌장: 김충렬 박사/ 논찬1: 홍영택 박사/ 논찬2: 나형석 박사
제4발표: 김형락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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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성찬예식의 기호학적 이해: 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좌장: 이명희 박사/ 논찬1: 조기연 박사/ 논찬2: 안덕원 박사
- 점심식사 제5발표: 조영창 박사
주제: 텍스트로서 은유적 설교문의 신학적 이해를 위한 방법에 관한
한 연구: 가다머, 은유, 그리고 설교문의 신학적 해석
좌장: 김세광 박사/ 논찬1: 이성민 박사/ 논찬2: 최진봉 박사
제6발표: 김경은 박사
주제: 화해의 영성
좌장: 유해룡 박사/ 논찬1: 김수천 박사/ 논찬2: 이강학 박사
제7발표: 유재원 박사
주제: 한국형 이머징 예배의 가능성 모색
좌장: 민장배 박사/ 논찬1: 김순환 박사/ 논찬2: 박해정 박사
- 휴식시간 제8발표: 전창희 박사
주제: 설교와 성경해석학
좌장: 정인교 박사/ 논찬1: 이현웅 박사/ 논찬2: 나형석 박사
제9발표: 하도균 박사
주제: 교회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복음전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좌장: 박해정 박사/ 논찬1: 김선일 박사/ 논찬2: 정재영 박사
제10발표: 신경섭 박사
주제: J. 칼빈과 C.G.융의 종교체험 비교연구
좌장: 권명수 박사/ 논찬1: 원영재 박사/ 논찬2: 박영의 박사
- 종합토론 및 폐회 진행: 김세광 박사
폐회기도: 조기연 박사

2013-3

제49회 정기학술대회개회 및 한국영성신학회 창립예배
주 제 : 제4차 한국10대 성장동력교회 분석
일 시 : 2013년 9월 28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20분
장 소 : 은평감리교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53-16)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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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좌장 : 김윤규 박사
제1발표: 김한호 박사
주제: 디아코니아 목회와 교회성숙
논찬: 허우정 박사 (김옥순 박사)
제2발표: 김선일 박사
주제: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전도: 레슬리 뉴비긴을 중심으로
논찬: 정재영 박사
제3발표: 안석 박사
주제: 성장에 관한 정신역동적 고찰
논찬: 고유식 박사
제4발표: 조재국 박사
주제: 한국교회 성장동력의 분석과 평가
논찬: 위형윤 박사
한국영성신학회 창립총회
한국실천신학회 임원회

2013-4

제5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일 시 : 10월 18일(금) ~19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정의와 평화
제1발표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의, 평화, 생명살림
발표자: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찬자: 김한호 박사 이범
성 박사 좌 장: 이승렬 박사
제2발표 기독교 성찬 성례의 사회윤리적 책임에 대한 연구
발표자: 김명실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김형락 박사 이세
형 박사
좌 장: 나형석 박사
제3발표 자살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발표자: 이준호 박사(한신대학교) 논찬자: 김충렬 박사 권혁남 박
사
좌 장: 김홍근 박사

- 566 -

제4발표 이머징 교회 운동의 설교연구: 댄 킴벌과 마크 드리스콜을
중심으로
발표자: 유재원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최영현 박사 박종
환 박사
좌 장: 김윤규 박사
제5발표 『베네딕트 수도규칙』의 엄격성과 유연의 문제
발표자: 유해룡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김경은 박사 권명
수 박사
좌 장: 이강학 박사
제6발표 독일사회시장경제와 교회의 역활
발표자: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논찬자: 김한옥 박사 황병
준 박사
좌 장: 최현종 박사

2014-1

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9회정기총회
일 시 : 2014년 2월 7일(금)-8일(토)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031-554-6400)
주 제 : 다문화문제와 한국교회
영성신학
발표: 오방식, “요한 카시아누스의‘관상’에 대한 연구”
좌장: 배덕만/ 전공논찬: 김수천/ 비전공논찬: 이필은(교육)
교회성장
발표: 김성영,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교육 태도에 관한 통합적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좌장: 김선일/ 전공논찬: 이길용/ 비전공논찬: 민장배(예배)
예배
발표: Malte RHINOW, “18, 19 세기의 조선 천주교인들의
새벽기도(회)”
좌장: 김성대/ 전공논찬: 문호주/ 비전공논찬: 안치범(선교)
디아코니아
발표: 홍주민, “다문화사회와 디아코니아-민관협력도움
시스템의 가능성: 성남외국인센터의 예”
좌장: 이승열/ 전공논찬: 허우정/ 비전공논찬: 이범성(에큐메니즘)
상담치료
발표: 양유성, “목회상담에서 은유의 의미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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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김병훈/ 전공논찬: 김동영/ 비전공논찬: 홍순원(윤리)
영성신학
발표: 최광선, “생태위기와 기독교 영성: 창조세계를 책으로 실행하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가능한가?”
좌장: 김상백/ 전공논찬: 김경은/ 비전공논찬: 최진봉(설교)
교회교육
발표: 이수인, “교회학교 교사들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구성주의적
접근
방법의 적용 가능성 연구”
좌장: 신현광/
예배

전공논찬: 신승범/ 비전공논찬: 김안식(사회복지)

발표: 신동원, 주제: 다문화상황에서의 결혼예식에 대한 고찰
좌장: 안선희/ 전공논찬: 김정/ 비전공논찬: 성민경(교육공학)
설교
발표: 나광현,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설교를 위한 대화적,
협력적 소통을 통한 메시지 창안(invention) 이론에 대한 연구”
좌장: 이현웅/ 전공논찬: 류원열/ 비전공논찬: 성신형(종교와 사회)
디아코니아
발표: 김옥순, “한국적 다문화 사회와 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관한
연구”
좌장: 홍주민/ 전공논찬: 김한호/ 비전공논찬: 김경(상담)
예배
발표: 전창희, “초대교회 알몸 세례(naked baptism)에 대한 고찰”
좌장: 차명호/ 전공논찬: 성현/ 비전공논찬: 김정두(조직신학)
상담치료
발표: 최재락, “죄의식과 용서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성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좌장: 김성민/ 전공논찬: 권정아 / 비전공논찬: 이혁배(윤리)
설교
발표: 최영현, “다문화 상황에서 이머징 설교의 가능성과 신학적 의미”
좌장: 정인교/ 전공논찬: 김금용/ 비전공논찬: 오오현(상담)
목회사회
발표: 정재영, “종교세속화의 한 측면으로 소속 없는 신앙”
좌장: 김순환/ 전공논찬: 정근하/ 비전공논찬: 김동환(윤리)

2014-2

제5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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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5월 31일 (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주 제 :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실천신학
제1 발표: 김순환 박사
주제: 미래교회의 주역, 영유아 및 아동 층 예배를 위한 소고
좌장: 유재원 박사 / 논찬1: 김세광 박사 / 논찬2: 신형섭 박사
제2 발표: 김기철 박사
주제: 거울메타포로 풀이하는 ‘다움’의 영성
좌장: 안석 박사 / 논찬1: 고유식 박사 / 논찬2: 최주혜 박사
제3 발표: 이강학 박사
주제: 영적 분별: 이냐시오 로욜라와 조나단 에드워즈 비교
좌장: 오방식 박사 / 논찬1: 최광선 박사 / 논찬2: 김경은 박사
제4 발표: 김옥순 박사
주제: 한국교회의 미래 디아코니아목회와 실천현장을 위한 방향성
좌장: 이승렬 박사 / 논찬1: 김한호박사 / 논찬2: 허우정 박사
제5 발표: 김 정 박사
주제: 초대 시리아 기독교의 세례와 금욕주의
좌장: 전창희 박사 / 논찬1: 나형석 박사 / 논찬2: 최진봉 박사
제6 발표: 김성민 박사
주제: 엑카르트의 신비주의와 분석심리학 (ppt)
좌장: 김충렬 박사 / 논찬1: 정지련 박사 / 논찬2: 권명수 박사
제7 발표: 김수천 박사
주제: 기독교적 묵상의 영성 신학적 의미 분석
좌장: 유해룡 박사 / 논찬1: 오방식 박사 / 논찬2:백상훈 박사
제8 발표: 나인선 박사
주제: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가?
좌장: 위형윤 박사 / 논찬1: 김명실 박사 / 논찬2: 한재동 박사
제9 발표: 양동욱 박사
주제: 한국교회의 대안적 비전 형성을 위한 설교학적 방법론 연구
좌장: 김명찬 박사 / 논찬1: 최진봉 박사 / 논찬2: 김세광 박사
제10 발표: 하도균 박사
주제: 세속화 시대의 효율적인 복음전도에 관한 연구
좌장: 최동규 박사 / 논찬1: 구병옥 박사 / 논찬2: 최재성 박사

2014-3

제5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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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0월 11일 (토)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장 소 : 영도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130-22번지)
주 제 : 이단 사이비 종파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실천적 과제
제 1 발표 : 이치만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단 발흥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과제”
좌장: 김상백 박사 논찬: 김명실 박사
제 2 발표 : 김충렬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광신도의 문제와 상담 치료적 대응: 기독교 상담학의 관점에서”
좌장: 안 석 박사 논찬: 김성민 박사
제 3 발표: 탁지일 박사,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이단 사이비 현황분석 및 한국교회의 실천적 과제”
좌장: 박해정 박사

논찬: 문병하 박사

제 4 발표: 안 석 박사,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신앙인가 아니면 병리인가? :
유사 신앙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연구
좌장: 김성민 박사 논찬: 고유식 박사

2014-4

제54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일 시 : 10월 31일(금) -11월 1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평화
제1발표 안덕원 박사(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엘런 페이튼의 평화의 영성과 리더십”
좌장: 김윤규 박사 논찬자: 계재광 박사, 김정 박사
제2발표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평화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좌장: 김명실 박사 논찬: 김성민 박사, 황병준 박사
제3발표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 전통속에 나타난 여성 디아코니아에 관한 연구”
좌장: 이승열 박사 논찬: 김한호 박사, 박인갑 박사
제4발표 김양일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 570 -

“후기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공적설교신학 구축을 위한 연
구”
좌장: 정인교 박사 논찬: 류원렬 박사, 최진봉 박사

2015-1

제5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실천신학에서의 융합과 통섭
일 시 :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14일(금) 오후1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제1발표: 윤은주 <한국사회의 융합과 통섭>
주제: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와 인권운동
좌장: 김한옥 / 논찬1: 황병배 / 논찬2: 이범성 / 논찬3: 정재
영
제2발표: 문화랑 <예배와 성장발달심리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예전이 어떻게 신앙을 형성하는 가에 대한 연구
좌장: 이말테/ 논찬1: 김순환 / 논찬2: 김형락 / 논찬3: 김은주
저녁식사
제3발표: 여한구 <성서와 심리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기독교 상담에서의 성서와 심리상담
좌장: 김충렬 / 논찬1: 김병훈 / 논찬2: 김성민 / 논찬3: 박종
수
제4발표: 허요한 <드라마와 설교의 융합과 통섭>
주제: 신학과 드라마의 만남: 드라마터지(dramaturge)로서의
설교자에 대한 연구
좌장: 김윤규 / 논찬1: 정창균 / 논찬2: 이승진 / 논찬3: 김현
애
제5발표: 윤성민 <사회학과 영성신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독일에서 본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녹색성장안에서의
교회의 영성
좌장: 김경은 / 논찬1: 김수천 / 논찬2: 김상백 / 논찬3: 전창
희
제6발표: 김옥순 <사회의 융합과 통섭>
주제: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의 만남은 가능한가?
좌장: 이승렬 / 논찬1: 허우정 / 논찬2: 김한호 / 논찬3: 천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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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발표: 조재국 <교육과 선교의 융합과 통섭>
주제: 대학교회의 목회적 성격과 선교적 과제
좌장: 조기연 / 논찬1: 신현광 / 논찬2: 조성돈 / 논찬3: 이현
웅
아침식사
제8발표: 안석 <소통으로서의 융합과 통섭>
주제: 용서에 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엔라이트의 용서치유
에 관한 연구
좌장: 김홍근 / 논찬1: 고유식 / 논찬2: 전영윤 / 논찬3: 오오
현
제9발표: 김선일 <신학과 포교의 융합과 통섭>
주제: 전도적 관점에서의 회심이해
좌장: 최동규 / 논찬1: 허성업 / 논찬2: 최종인 / 논찬3: 조은
하
제10발표: 김명실 <예배학과 여성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한국 기독교 결혼예식서들 속에 나타난 양성평등과 가
정에 대한 이해들
좌장: 민장배 / 논찬1: 나형석 / 논찬2: 전창희 / 논찬3: 신형
섭
제11발표: 김명희 <타종교와의 융합과 통섭>
주제: 에노미야 라쌀의 선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영성적 대화
좌장: 유해룡 / 논찬1: 김수천 / 논찬2: 유재경 / 논찬3: 이상
억

2015-2

제5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실천신학
일 시 : 2015년 5월 16일(토) 오전 9시 – 오후 2시 30분
장 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
한세대학교
제1발표: 유해룡
주제: 교회를 살리는 실천적 영역으로서의 영성신학
좌장: 이강학/ 논찬1: 김수천/ 논찬2: 백상훈
제2발표: 이승진
주제: "설교 플롯과 반전의 깨달음"
좌장: 이현웅/ 논찬1: 오현철/ 논찬2: 김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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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발표: 정근하
주제: 교회 오너십의 관점에서 본 효과적인 일본선교 방안연
구
좌장: 조성돈/ 논찬1: 김선일/ 논찬2: 황병준
제4발표: 김형락
주제: "기독교 예배의 근원적 샘을 찾아서: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좌장: 안덕원/ 논찬1: 차명호/ 논찬2: 유재원
제5발표: 정보라
주제: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이해: 거킨의 “영혼의 삶”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좌장: 김홍근/ 논찬1: 권명수/ 논찬2: 김동영
제6발표: 김경한
주제: 한국성결교회전도부인의 활동과 복음전도활성화에 관한
연구
좌장: 김선일/ 논찬1: 구병옥/ 논찬2: 조재국
제7발표: 옥진한
주제: 존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실천에 관한 연구
좌장: 김옥순/ 논찬1: 박인갑/ 논찬2: 김한호
연구윤리교육
발표: 위형윤 박사

2015-3

제5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교회와 경제
일 시: 2015년 9월 12일(토)
장 소: 우리중앙교회(박영균 목사시무, 강남구 개포동)
제1발표: 정일웅(전 총신대 교수/신학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주제: 한국 선교사에 나타난 교회의 경제활동
좌장: 김충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찬1: 이명희(침신대학교 교수)
논찬2: 성신형(숭실대학교 교수)
제3발표: 위형윤(안양대학교 교수/한국학술진흥원 총재)
주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의 경제정의
좌장: 안석(크리스천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논찬1: 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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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려대학교 교수)
논찬2: 최진경(웨스트민스트 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제5발표: 조재국(연세대학교 교수/교목실장)
주제: 한국교회의 헌금이해와 재정운용에 관한 연구
좌장: 김윤규(한신대학교 교수)
논찬1: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찬2: 홍순원(협성대학교 교수)
종합토의
인도: 한재동(나사렛대학교 교수)

2015-4

제58회(10월) 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
주 제: 정의
일 시: 2015년 10월 23일-24일
장 소: 온양관광호텔
공통주제 사회자: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발제자: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제 목: “시민사회에서 교회와 사회정의”
논찬자: 황병준 박사(호서대학교 교수)
자유주제 사회자: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발제자: 최현종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 목: “독일통일의 종교사회학적 분석”
논찬자: 민장배 박사(성결대학교 교수)
제5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21회 한국실천신학

2016-1

회 정기총회
주 제: 갈등과 화해(학제간 대화)
일 시 : 2016년 2월 12일(금) 15시-13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제1발표: 강문규 <교회교육의 갈등과 화해>
주제: 한국 사회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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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신현광/ 논찬1: 고원석 / 논찬2: 김웅기 / 논찬3: 유은희
제1발표발표: 오방식 <영성신학의 갈등과 화해>
주제: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에 대한 연구
좌장: 유해룡/ 논찬1: 이강학/ 논찬2: 김경은 / 논찬3: 윤성민
제2발표: 최현종 <목회사회리더십의 갈등과 화해>
주제: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좌장: 조성돈/ 논찬1: 김명희/ 논찬2: 정재영/ 논찬3: 장진원
제2발표: 이현웅 <설교신학의 갈등과 화해>
주제: 공감과 설교의 실천적 만남: 설교학적 측면에서의 공감에
대한 이해
좌장: 김운용/ 논찬1: 이승진 / 논찬2: 김충렬
제2발표: 김성민 <상담치료의 갈등과 화해>
주제: 프로이트와 융: 갈등과 화해
좌장: 권명수 / 논찬1: 김홍근 / 논찬2: 김동영/ 논찬3: 여한구
제3발표: 권명수 <상담치료의 갈등과 화해>
주제: 사회적 애도 가능성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좌장: 김홍근 / 논찬1: 정보라 / 논찬2: 안석/ 논찬3: 김수천
제3발표: 박종환 <한국사회의 융합과 통섭>
주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고대 그레코로만 장례식사
(Refrigerium)를 통해 본 음식과 공동체의 형성
좌장: 김세광 / 논찬1: 박해정 / 논찬2: 안덕원/ 논찬3: 이춘선
제4발표: 김상백 <영성신학의 갈등과 화해>
주제: 화해에 대한 영성 목회적 고찰: 교회 내 갈등 해결을 중심
으로
좌장: 김수천 / 논찬1: 최광선/ 논찬2: 김동영/ 논찬3: 민장배
제4발표: 구병옥 <전도교회성장의 갈등과 화해>
주제: 환대(hospitality)를 통한 외국인과의 화해 모색: 복음전도를
향하여
좌장: 김선일/ 논찬1: 최동규 / 논찬2: 황병준 /논찬3: 김구원

2016-2

제60회(5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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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현대의 실천신학
일 시 : 2016년 5월 28일(토) 9시-3시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발표1
1-A
발표자: 김남식박사(서울신대)
“Heinz Kohut의 자기 심리학으로 본 예수님의 동행 전도”
좌장: 김선일박사(웨신대)
논찬1: 오성욱박사(서울신대), 논찬2: 황병배박사(협성대)
1-B
발표자: 양성진박사(감신대)
“내면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 교육의 가능성 연
구: 내면가족체계를 중심으로“
좌장: 한상진박사(총신대)
논찬1: 강문규박사(안양대), 논찬2: 이종민박사(신안산대)
1-C
발표자: 전창희박사(협성대)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
좌장: 나형석박사(협성대)
논찬1: 김형락박사(서울신대), 논찬2: 김명실박사(영남신대)
발표2
2-A
발표자: 박원길박사(호서대)
“선교적 교회의 목회리더십”
좌장: 구병옥박사(개신대)
논찬1: 최재성박사(서울신대), 논찬2: 조재국박사(연세대)
2-B
발표자: 조혜경박사(한국성서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영유치부 전도에 대한 연구”
좌장: 황병준박사(호서대)
논찬1: 김선일박사(웨신대), 논찬2: 정은상박사(총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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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안석박사(크리스찬치유상담대)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치유상담”
좌장: 권명수박사(한신대)
논찬1: 김홍근박사(한세대), 논찬2: 장정은박사(이화여대)
발표3
3-A
발표자: 계재광박사(한남대)
“관계적 삼위일체론으로 본 교회의 본질”
좌장: 조성돈박사(실천신학대)
논찬1: 김상백박사(순복음대), 논찬2: 조성호박사 (서울신대)
3-B
발표자: 박인갑박사(감신대)
“요한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에 관한 연구”
좌장: 김한호박사(서울장신대)
논찬1: 김옥순박사(한일장신대), 논찬2: 옥진한박사(감신대)
3-C
발표자: 박은정박사(웨신대)
“부모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사례연구”
좌장: 김경진박사(장신대)
논찬1: 김기철박사(배재대), 논찬2: 강은영박사(숭의여대)
발표4
4-A
발표자: 유은호박사(서강대)
“이집트 초기 사막 수도승들의 관상기도 -에바그리우스를 중심
으로”
좌장: 김상백박사(순복음대)
논찬1: 양정호박사(전주대), 논찬2: 김수천박사(협성대)
4-B
발표자: 김광석박사(장신대)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에 관한 연구”
좌장: 최진봉박사(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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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김양일박사(영남신대), 논찬2: 김지혁박사(실천신학대)
4-C
발표자: 김선미박사(한일장신대)
“종교중독성에서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응”
좌장: 김충렬박사(한일장신대)
논찬1: 민장배박사(성결대), 논찬2: 김병석박사(숭의여대)

2016-3

제61회(9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100세 시대의 목회
일 시: 2016년 9월 24일(토)
장 소 : 예수소망교회(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28)
Session I: 100세 시대 성도의 개인생활
주제발표(윤리학적 관점): 이상훈 박사(새세대아카데미)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
사회: 김윤규 박사(한신대)
상담학적 조언: 권명수 박사(한신대)
교육학적 조언: 한상진 박사(총신대)
Session II: 100세 시대 성도의 교회생활
주제발표(예배학적 관점): 안선희 박사(이화여대)
“고령화시대에 직면한 교회와 예배: 미니멀리즘, 성찰, 죽음”
사회: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설교학적 조언: 김운용 박사(장신대)
영성학적 조언: 김수천 박사(협성대)
환영
환영사: 곽요셉 박사(예수소망교회)
오찬 및 목회를 위한 대화
“성도의 마지막 시간들(에덴낙원 이야기)”
사회: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김선일 박사(웨스트민스터신대)
Session III: 100세 시대 성도의 사회생활
주제발표(목회사회학적 관점): 정재영 박사(실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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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방안”
사회: 조재국 박사(연세대)
선교학적 조언: 박창현 박사(감신대)
디아코니아학적 조언: 옥진한 박사(수봉로교회)

2016-4

제62회(10월)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
회 공동학회
주 제: 종교개혁과 후마니타스(Humanitas): 기독교는 “헬조선”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일 시: 2016년 10월 21일(금)- 22(토)
장 소 : 소망수양관
Session I:
사회자: 김선일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원대학교 교수)
발제자: 하도균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 목: “시민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교회의 역할 ”
논찬자: 김남식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민장배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구병옥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Session II:
발제자: 윤영선 박사(한국실존치료연구소)
제 목: “실존주의 상담의 관점에서 헬조선 시대에 교회가 줄
수 있는 희망 ”
논찬자: 김홍근 박사 (한세대학교 교수)
정보라 박사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상백 박사 (순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Session III:
사회자: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발제자: 김옥순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제 목: “종교개혁 핵심진술에 나타난 자유의미와 디아코니아
실천에 관한 연구 ”
논찬자: 김한호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2017-1

제6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22회 한국실천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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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기총회
주 제 : 인성회복과 실천신학
일 시 : 2017년 2월 10일(금) 오후 2시~2월 11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www.hotelcharis.com)
발표1-A: 곽혜원박사(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죽음의 성찰과 인
성의 회복: 죽음교육을 통한 영성회복, 인성회복, 사회회복을 지
향하며” 좌장: 조성돈박사(실천신대)논찬1: 박종환박사(실천신대)
논찬2: 최현종박사(서울신대)논찬3: 김명희박사(성공회대)
발표1-B: 이현웅박사(한일장신대)“설교, 인격을 통해 전달되는 하
나님의 말씀“ 좌장: 김세광박사(서울장신대)논찬1: 박성환박사(웨
신대)논찬2: 최진봉박사(장신대)논찬3: 김형락박사(서울신대)
발표1-C: 장정은박사(이화여대)“인간성 회복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 좌장: 김홍근박사(한세대)논찬1: 김영수박사(한신대)논찬2:
정보라박사(건신대)논찬3: 김상백박사(순복음대)
발표2-A: 권혁일박사(GTU)“신화, 풍자, 그리고 예언: 토머스 머
튼의 “프로메테우스: 묵상”좌장: 유해룡박사(장신대)논찬1: 김수천
박사(협성대)논찬2: 이주형박사(명지대)논찬3: 김성호박사(서울신
대)
발표2-B: 이종민박사(신안산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기독
교사립학교 인성교육교재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좌장: 김경
진박사(장신대) 논찬1: 정은상박사(총신대)논찬2: 김웅기박사(한국
성서대)논찬3: 이은경박사(감신대)
발표2-C 이민형박사(보스톤대 Ph.D Cand.)“문화선교와 대중문화
의 관계성 회복: 패러디와 시뮬라시옹”좌장: 김한옥박사(서울신
대)논찬1: 조재국박사(연세대)논찬2: 김남식박사(서울신대)논찬3:
양찬호박사(웨신대)
발표3-A:김옥순박사 (한일장신대) “개신교 칭의사상에 나타난 디
아코니아의 당연성에 관한 연구” 좌장: 이승렬(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논찬1: 옥진한박사(감신대)논찬2: 김한호박사(서울장신대)
논찬3: 김명실박사(영남신대)
발표3-B: 홍승철박사(호서대)

“한국의 공교육체계와 기독교적

인성교육” 좌장: 오성주박사(감신대)논찬1: 박미경박사(협성대)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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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2: 김종화교목(명지고)논찬3: 양성진박사(감신대)
발표3-C: 고유식박사(감신대)“공동체성 상실로 인해 상처입은 인
간성회복을위한 영혼돌봄의과제” 좌장: 김충렬박사(한일장신대)논
찬1: 엄구선박사(한국성서대)논찬2: 여한구박사(국제신대)논찬3:
김수천박사(협성대)
발표4-A: 백상훈박사(한일장신대)“노년기의 영성과 인격의 통합”
좌장: 오방식박사(장신대)논찬1: 최승기박사(호남신대)논찬2: 이강
학박사(트리니티신대)논찬3: 김선아박사(강남대)
발표4-B: 구병옥박사(개신대)“인성회복을 이끄는 목회: 우리들 교
회를 중심으로”좌장: 김선일박사(웨신대)논찬1: 최동규박사(서울
신대)논찬2: 황병배박사(협성대)논찬3: 윤형철박사(개신대)
발표4-C: 배지연박사(전주대)“『안나카레니나』에 나타난 인간성
회복과 성장”좌장: 황헌영박사(서울신대)논찬1: 윤영선박사(실존
치료연구소)논찬2: 원영재박사(숭실대)논찬3: 이세형박사(협성대)
발표5-A: 함영주박사(총신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청년이 인지한 아동기 부모-자녀 애착이 인성 및 영
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좌장: 신현광박사(안양대)논찬1: 신승범
박사(서울신대)논찬2: 이수인박사(아세아연합신대)논찬3: 문병하
박사(KC대)
발표5-B: 윤성민박사(강남대)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기독대
학의 교양교육과 채플“ 좌장: 조기연박사(서울신대)논찬1: 오성주
박사(감신대) 논찬2: 전창희박사(협성대)논찬3: 유재경박사(영남신
대)
발표6-A: 한상진박사(총신대) “인성에 대한 교육적 의미”좌장:
위형윤박사(안양대)논찬1: 강문규박사(안양대)논찬2: 김정준박사
(성공회대)
논찬3: 류원렬박사(평택대)
발표6-B: 우미리박사(협성대)“상담과 기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
육”좌장: 권명수박사(한신대)논찬1: 안석박사(치유상담대)논찬2: 박
은정박사(웨신대)
논찬3: 김동영박사(한신대)

2017-2

제64회 종교개혁정신과 실천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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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5월 27일(토)
2) 장소: 연세대 (루스 채플)
발표1-A : 배지연박사(전주대)“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전하는 그리
스도인의 자유와 소명”좌장: 박은정박사(웨신대)논찬1: 김승연박사(한
세대)논찬2: 조남신박사(예명대)
발표1-B : 김남식박사(서울신대)“종교개혁적 전도 패러다임과 명목
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실천적 연구” 좌장:구병옥박사
(개신대) 논찬1:박원길박사(호서대)
논찬2:노원석박사(개신대)타전공논찬:최헌박사(서울신대)
발표2-A: 김기용박사(한일장신대)“실증적 디아코니아 연구 스케치인클루시브 교육 실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기구로써의 교회 간
협력 및 책임 연구”좌장: 김옥순박사(한일장신대)논찬1: 박인갑박사(감
신대)논찬2: 옥진한박사(연세대)
발표2-B : 김상백박사(순신대)“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병든 신앙에
대한 영성적 치유”
좌장: 유해룡박사(장신대)논찬1: 김수천박사(협성대)논찬2: 이경희박
사(소망교회)타전공논찬: 홍순원박사(협성대)
발표2-C : 천병석박사(부산장신대)“루터의 비텐베르크 설교 8편의
분석적 고찰”좌장: 최진봉박사(장신대)논찬1: 윤성민박사(강남대)논찬
2: 김광석박사(장신대)
발표2-D: 고원석박사(장신대)“종교개혁에 비추어 본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과제”좌장: 신현광박사(안양대)논찬1:손문박사(연세대)논찬2:박
소량박사(한세대)
발표3-A: 여한구박사(국제신대)“아니마 개념을 통해 본 심봉사의 개
성화”좌장: 김홍근박사(한세대)논찬1: 최재숙박사(장신대)논찬2: 원영
재박사(숭실대)타전공논찬: 김영수박사(한신대)
발표3-B : 김경은박사(장신대)“기독교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 공동체
연구”좌장: 오방식박사(장신대)논찬1:권혁일박사(한일장신대)논찬2:양
정호박사(장신대)타전공논찬: 박인갑박사(감신대)
발표3-C: 양승아박사(서울장신대)“상징혁명과 고린도교회 주의 만찬
과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부르디외의 사회학적 방법으로” 좌장: 조기
연박사(서울신대)논찬1: 박종환박사(실천신대)논찬2: 김명실박사(영남
신대)
발표4-A: 계재광박사(한남대) “종교개혁정신과 한국의 선교적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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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재정립”
좌장: 조성돈박사(실천신대)논찬1: 조성호박사(서울신대)논찬2: 정재
영박사(실천신대)
발표4-B: 박관희박사(호서대)“기독교적 욕구의 산출과정 연구”좌장:
김병석박사(서울장신대)논찬1: 신승범박사(서울신대)논찬2: 정보라박사
(건신대)
발표4-C : 김양일박사(영남신대)“케빈 밴후저의 수행 개념을 통한
월터 브루그만의 설교신학 평가와 그 적용”좌장: 김윤규박사(한신대)
논찬1: 김지혁박사(실천신대)논찬2: 박진경박사(감신대)
발표4-D: 김정준박사(성공회대)“21세기 한국사회와 노인목회의 새로
운 과제와 방향”
좌장:김웅기박사(한국성서대)논찬1: 강미랑박사(총신대)논찬2: 강문규
박사(안양대)
타전공논찬:조용석박사(장신대)

2017-3

제65회정기학술대회
주제: 다음세대 목회와 통합의 실천신학
일시: 9월 23일
장소: 신촌장로교회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43(창천동)
02-333-1116
발제1: 이종민 박사(신안산대학교) “임시공동체로서의 캠핑: 초막절을
중심으로”좌장 : 황병준 박사(호서대학교)논찬 : 박관희 박사(나사렛
대학교)
사례발표1 : 신건 목사(신촌성결교회 청년담당)
발제2: 손문 박사(연세대학교) 좌장 :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융합모형: 의학과 신학의 융
합연구에 관한 시험적 고찰”논찬 : 김정우 박사(숭실대학교)
사례발표2 : 김혜경 목사(신촌성경교회 교육담당)

2017-4

제66회 정기학술대회 및 공동학회
주 제: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교회
일 시: 2017년 10월 21일(금)- 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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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소망수양관
발표1:나인선(목원대학교):“에게리아 순례여행보고에 나타난 4세
예루살렘 초대 교회공동체의 목회(예배)에 근거한 한국 교회목회
(예배) 개혁의 규범” 좌장:한재동(나사렛대)논찬:김상백(순신대)
발표2: 조성호(서울신학대학교):“종교개혁영성에 내재된 서번트 리
더십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연구” 좌장:김경진(장신대) 논찬:백상
훈(한일장신대)

2018-1

제6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23회 한국실천신학
회 정기총회
주 제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실천신학 과제
일 시 : 2018년 2월 9일(금) 오후 2시~2월 10일(토) 오후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032-556-0880)
발표1: 이주형박사(숭실대) “한국인의 마음과 영적 분별”
좌장: 최승기박사(호남신대)
논찬: 김수천박사(협성대) 권진구박사(목원대) 이말테박사(루터대)
발표2: 김웅기박사(성서대)“제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교육계에 미칠 영향
과 대응전략”

좌장: 신현광박사(안양대)
논찬: 함영주박사(총신대) 신승범박사(서울신대) 김양일박사(영남신
대)
발표3: 김남식박사(에즈베리신대)
“누구를 위한 기독교인가: 미군정기(1945-1948) 한경직 목사의 전도 패러다임에 대
한 연구”

좌장: 노원석박사(개신대)
논찬: 최재성박사(서울신대) 황병준박사(호서대) 강대훈박사(개신대)
발표4: 이승열박사(한국기독교연합봉사회사무총장)“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디아코니아의 역할”

좌장: 김옥순박사(한일장신대)
논찬: 김한호박사(서울장신대) 홍주민박사(한신대) 양성진박사(감신
대)
발표5: 조성돈박사(실천신대.)“4차 혁명시대의 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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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김한옥박사(서울신대)
논찬: 최헌종박사(서울신대) 오성주박사(감신대) 권혁중박사(호서대)
발표6:문화랑박사 (고신대) “예전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두뇌 연구 관점
에서”

좌장: 박종환박사(실천신대)
논찬: 박해정박사(감신대) 양승아박사(서울장신대) 송영진박사(호서
대)
발표7: 김선일박사(웨신대) “과학혁명 시대와 복음의 소통 가능성: 유발
하라리의 종교전망에 관한 대응”

좌장: 최동규박사(서울신대)
논찬: 황병배박사(협성대) 구병옥박사(개신대) 정재영박사(실천신대)
발표8: 여한구박사(국제신대)“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과 심리치
료”

좌장: 김홍근박사(한세대)
논찬: 김용민박사(침신대) 오화철박사(강남대) 이세형박사(협성대)
발표9: 이현웅박사(한일장신대)“한국교회 초기 설교론에 관한 분석 평
가”

좌장: 한재동박사(나사렛대)
논찬: 정인교박사(서울신대) 이승진박사(합동신대) 이수환아박사(성
결대)
발표10: 권명수박사(한신대)“기계와 친밀 관계 시대”
좌장: 장정은박사(이화여대)
논찬: 박은정박사(웨신대) 이재호박사(호남신대) 김윤규박사(한신대)
발표11: 나인선박사(목원대) “인공지능과 예배의 초월성으로 자기 희생의
가능성 연구”

좌장: 김순환박사(서울신대)
논찬: 안덕원박사(횃불신대) 김지혁박사(실천신대)
범민훈박사(연세대)
발표12: 양동욱박사(장신대)“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설교학의 과제”
좌장: 김윤규박사(한신대)
논찬: 서승룡박사(한신대) 배영호박사(한신대) 김상백박사(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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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3: 윤성민박사(강남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영성: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영성“

좌장: 김수천박사(협성대)
논찬: 이강학박사(횃불대) 김경은박사(장신대) 김영수박사(한신대)
발표14: 유은희박사(총신대)“한국 기독교사립중등학교 종교교사
및 교목의 정체성구성과 종교수업에 관한 탐색적 질적 연구“
좌장: 고원석박사(장신대)
논찬: 이종민박사(신안산대) 이수인박사(아신대) 홍승철박사(호서대)
발표15: 박관희박사(나사렛대)“4차산업혁명시대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쇠퇴 패턴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탐색적 질적 연구“
좌장: 조기연박사(서울신대)
논찬: 박미경박사(감신대) 서대석박사(호서대) 김병석박사(숭의대)

2018-2

제6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주 제 : 급격한 사회변화와 실천신학 과제
일 시 : 2018년 5월 19일(토) 10시-4시
장 소 : 장로회신학대학교
발표: 박관희박사(나사렛대학교)
제목: 교인의 교인 이탈 과정 연구:종교사회학, 심리학, 예배학의
융합을 중심으로
좌장: 계재광박사 논찬: 조성돈박사 조성호박사
발표: 이상현박사(율곡교회)
제목: 폴 틸리히 상관관계 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불안에 대한
실존적 탐색
좌장: 황병준박사 논찬: 노바울박사 송준용박사
발표: 김 정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제목: “지금 그리고 영원히” :변하는 시대와 변치 않는 예배
요소들
좌장: 조기연박사 논찬: 김형락박사 나인선박사
발표: 배영호박사(경동교회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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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의 목회적 상황을 위한 설교 커뮤니케이션 이해
좌장: 김윤규박사 논찬: 문병하박사 전창희박사
발표: 손 문박사 (연세대)
제목: 의학과 신학의 융합교육과정 개발과 역사적 함의, 그리고
실천에 관한 연구
좌장: 신현광박사 논찬: 고원석박사 고수진박사
발표: 최봉규박사(한소망교회)
제목: 토머스 머튼의 영성에서 보는 거짓문화와 자기
소외시대에 참 자아 찾기
좌장: 최승기박사 논찬: 김동영박사 이강학박사 조한상박사
발표: 강태구박사(한남대학교)
제목: 구성원의 공감 능력과 리더의 정서 지능의 상호작용이
관계갈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좌장: 조성호박사 논찬: 서대석박사 신승범박사
발표: 한상진박사(총신대)
제목: 볼르노 해석학에 있어서 진리 문제에 대한 연구
좌장: 강문규박사 논찬: 김웅기박사 이종민박사
발표: 이세형박사 (협성대학교)
제목: 프로이트의 자아 이해
좌장: 김상백박사 논찬: 노원석박사 민장배박사
발표: 양승아박사(서울장신대학교)
제목: 격차 사회에서의 호혜적 관계와 고린도교회 주의 만찬
좌장: 나형석박사 논찬: 박종환박사 최진봉박사
발표: 김근수박사(구세군이리교회)
제목: 구세군의 디아코니아 교회론에 관한 연구
좌장: 김옥순박사 논찬: 김한호박사 옥진한박사
발표: 권혁일박사(한일장신대)
제목: 프로메테우스의 선택 : 정의의 관점으로 읽는 윤동주의
「간」
좌장: 김수천박사 논찬: 김영수박사 양정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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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김병석박사(숭의대학교)
제목: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시대, 예배와
설교의 위치
좌장: 최진봉박사 논찬: 한재동박사 윤성민박사
발표: 오동섭박사 (장신대)
제목: 도시선교 관점에서 본 도시공간의 창의적 접근
좌장: 민장배박사 논찬: 구병옥박사 남성혁박사 노원석박사

2018-3

제6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 학술대회
주 제 : 주제: 현대문화와 실천신학
일 시 : 2018년 9월 15일(토) 9시 30분
장 소 : 신촌 필름 포럼
발표: 성현박사(필름포럼 대표)
제목: “영화, 영성, 목회” 필름 포럼과 함께
좌장: 정재영박사(실천신대)
논찬: 김선일박사(웨신대) 백상훈박사(한일장신대)
계재광(한남대)
발표: 오동섭박사(장신대)
제목: 美와 십자가교회의 목회 사례
좌장: 신현광박사(안양대)
논찬: 유재원박사(주안장로교회) 손문박사(연세대)
발표: 유정현(드림라이프 대표)
제목: 음악 치유사역 사례
좌장: 박종환박사(실천신대)
논찬: 황정은박사(성결대) 김경수박사(강남대)

2018-4

제70회 정기 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 공동학술대회
주 제 : 응답하라 1919: 삼일정신과 교회의 미래
일 시 : 2018년 10월 12일(금)-13일(토)
장 소 : 소망수양관
발표: 최재숙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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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도 치유 경험 내러티브 사례에 나타난 영성적 심리적
도찰- 영성 상담적 측면에서
논찬: 권명수(한신대)
발표: 조재국박사(연세대학교)
제목: 와타나베 도오루의 신앙과 독립운동 지원
논찬: 조기연박사(서울신대)

2019-2

제71회 정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주 제: 인구절벽시대의 실천신학 과제
일 시: 2019년 2월 15일(금) 오후 2시~2월 16일(토) 오후 12
시
장 소: 부평 카리스호텔(032-556-0880)
발표1: 주상락(아현성결교회 전도목사)
제목: 인구절벽 시대의 대안적 교회개척
좌장: 조재국(연세대) 논찬1: 김선일(웨신대) 논찬2: 노원석(개신
대)
발표2: 송준용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제목: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
방안
좌장: 김홍근(한세대) 논찬1: 신영호(이야기심리치료연구소)
논찬2: 허경숙(장신대) 논찬3: 박진경(감신대)
발표3: 최진봉 (장로회신학대학교)
제목: 인구절벽시대에 드리는 주일공동예배(Corporate Worship)
제안에 대한 연구: 16세기 개혁교회의 공동체적 교회론을 중
심으로
좌장: 박종환(실천신대) 논찬1: 안덕원(서울신대) 논찬2: 나인선
(목원대) 논찬3: 이상일 (장신대)
발표4: 이수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제목: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좌장: 신현광(안양대) 논찬1: 이종민(신안산대) 논찬2: 신승범
(서울신대) 논찬3: 문병하(그리스도대)
발표5: 이경희 (소망교회)
제목: 피흘림 없이 희생양 메카니즘을 끊는 내러티브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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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김상백(순신대) 논찬1: 이주형(숭실대)
논찬2:이해진(원주제일감리교회) 논찬3: 이재호(호신대)
발표6: 조성호 (서울신학대학교)
제목: 인구감소현상이 실천신학연구 방법론에 끼친 영향:리더
십과 영성을 중심으로
좌장:계재광(한남대) 논찬1: 박광영(한남대)
논찬2: 이길용(서울신대) 논찬3: 정보라(건신대)
발표7: SAM PARK (Graduate Theological Union)
제목: 설교유형과 신학의 관계
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1: 황병준(호서대)
논찬2: 김지혁(국제신대) 논찬3: 김현애(장신대)
발표8: 고원석 (장로회신학대학교)
제목: 기호학과 기독교교육- 퍼스의 삼중적 기호이해와 성서
교수학적 성찰 좌장: 함영주(총신대) 논찬1: 이은철(백석대)
논찬2: 김웅기(한국성서대)
발표9: 정근하 (계명대학교)
제목: 필리핀 한인교회의 주일예배 관찰을 통한 필리핀 선교
전략 방안 연구
좌장: 황병준(호서대) 논찬1: 이대헌(한동대)
논찬2: 김한성(연세대) 논찬3: 박상일(GTU)
발표10: 김윤규(한신대학교)
주제: 마르틴 루터의 개혁적인 설교연구
좌장: 서승룡(한신대) 논찬1: 김병석(서울장신대) 논찬2: 배영호
(한신대) 논찬3: 이상현(순신대)
발표11: 윤성민(강남대학교)
주제: 헬무트쉬비어 설교학 연구
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1:김병석(서울장신대)
논찬2: 김영수(한신대)
발표12: 박세훈 (새문안교회)
제목: 융 심리학의 영성 연구에 대한 공헌: 아빌라의 테레사의
<영혼의 성>을 중심으로
좌장: 권진구(목원대) 논찬1: 최승기(호신대)
논찬2: 유재경(영남신대) 논찬3: 조성호(서울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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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3: 김형락 (서울신학대학교)
제목: 신유예식: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육적 치유와 회복을 경
험하기
좌장: 조기연(서울신대) 논찬1: 오주영(엘림성결교회)
논찬2: 박종환(실천신대)
발표14: 최종일 (웨스터민스터대학원대학교)
제목: 인구절벽 시대 기독청년을 목회 돌봄적 이야기 치료 연
구
좌장: 양유성(평택대) 논찬1: 노원석(개신대)
논찬2: 김경수(강남대) 논찬3: 나인선(목원대)
발표15: 남성혁(명지대학교)
제목: 인구절벽 시대에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모색
좌장: 황병준(호서대) 논찬1: 구병옥(개신대)
논찬2: 최재성(숭실대) 논찬3: 박은정(웨신대)
발표16:조영창(주안장로교회)
제목:라우리(E. Lowry)의 설교학적 플롯(Homiletical Plot)과
그 논쟁점들
좌장: 정인교(서울신대)
논찬1: 김윤규(한신대) 논찬2: 김병석(서울장신대)

2019-5

제7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위기시대의 실천신학 과제
일 시 : 2019년 5월 18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발표1: 윤득형 박사(숭실사이버대)
주제: 상실의 관점에서 보는 노년기 위기와 실천신학의 과제
로서 죽음준비교육
좌장: 김수천 박사(협성대)
논찬: 이세형 박사(협성대) / 송준용 박사(국제신대)
발표2: 김명기 박사(호서대)
주제: “이중직 목회 허용정책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
좌장: 정재영 박사(실천신대)
논찬: 조성호 박사(서울신대) / 논찬: 박원길 박사(호서대)
발표3:: 이민형 박사(성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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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문화선교의 위기: 문화 혼종을 통한 전도에 관하여
좌장: 김한성 박사(ACTS)
논찬: 최재성 박사(숭실대) / 주상락 박사(웨신대)
발표4: 이인수 박사(실천신대)
주제: 한국 장로교회 성찬예전의 인식형성 과정과 문제점
좌장: 박종환 박사(실천신대)
논찬: 김형락 박사(서울신대) / 나인선 박사(목원대)
발표5: 계재광 박사(한남대)
주제: 한국교회 변화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리더십 틀에 대한
연구
좌장: 조성돈 박사(실천신대)
논찬: 서대석 박사(호서대) / 윤성민 박사(강남대)
발표6: 박행님 박사(침례신학대)
주제: 교회교육 위기에 관한 교사의 주관성 연구
좌장: 이종민 박사(신안산대)
논찬: 고유경 박사(총신대) / 신승범 박사(서울신대)
발표7: 유미경 박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주제: 자존감 증진을 위한 계슈탈트 집단치료의 기독교 상담
학적 적용 연구: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좌장: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논찬: 윤석주박사(열린사이버대) / 노바울박사(국제신대)
발표8: 유은호 박사(창문교회)
주제: 에바그리우스의 ‘아파테이아’(ἀπάθεια) 연구
좌장: 손명수 박사(한국신학대)
논찬: 조성호 박사(서울신대) / 권혁일 박사(영락교회)
발표9: 김용성 박사(한신대)
주제: 캠벨의 서사설교와 교회공동체형성 회복
좌장: 최진봉 박사(장신대)
논찬: 김지혁 박사 (국제신대) / 김윤규 박사 (한신대)
발표10: 이주형 박사(숭실대)
주제: 영적 우울과 어둠 밤의 위로
좌장: 오방식박사(장신대)
논찬: 권진구 박사(목원대) / 박세훈 박사(새문안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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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1: 양신 박사(안성제일교회)
주제: 평신도와 함께 하는 설교와 예배디자인
좌장: 서동원 박사(목원대)
논찬: 류원렬 박사(평택대) / 김병석 박사(서울장신대)
논찬: 이상현 박사(순복음대학원대)
발표12: 김상덕 박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주제: 미디어 사회 속 진실의 위기와 증언의 제자도: "목격자
역할"(bearing witness) 개념을 중심으로
좌장: 김선일 박사(웨신대)
논찬: 구병옥 박사(개신대) / 남성혁 박사(명지대)

2019-9

제7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시: 9월 28일(토) 10:30~16:00
장소: 광장교회(양재철 목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81길
22-26)
주제: 예배와 설교를 통한 건강한 교회공동체
발표1: 안덕원(횃불트리니티)
주제: 건강한 목회를 위한 예배
좌장: 김윤규 박사(한신대)
논찬: 권진구 박사(목원대)/ 조성호 박사(서울신대)
발표2: 조지훈(한세대)
주제: 복음을 설교하는 것에 대한 설교학적 함의
좌장: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논찬: 박성환 박사(성서대)/ 정은상 박사(총신대)

2020-2

제75회 정기학술대회
일시: 2020년 2월 7일(금) 오후1시 - 2월 8일(토) 오후12시
장소: 인천 카리스호텔
주제: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주제강연1: Joel Tejedo (Asia Pacific Theological Seminary)
“Creating Pathways of Unity, Reconciliation and Healing
in our Broken Society”
(통역: 이민형 성결대)
좌장: 김상백(순복음신대)/ 논찬1: 한재동(나사렛대),
논찬2: 민장배(성결대)/ 논찬3: 정재영(실천신학신대)
주제강연2: Samual Park (Graduate Theological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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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Prophetic Preaching for Unification, Reconciliation and
Therapy”
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1: 조기연(아세아신대) / 논찬2: 윤성
민(강남대)
논찬3: 김현애(장신대)/ 비전공논찬3: 황병배(협성대)
<목회사회학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 주원규박사(성공회대)
주제: “2030 통일 시나리오에 의한 화해와 치유의 한국교회
전망-해체의 교회 신학을 중심으로-”
좌장: 위형윤(안양대)/ 논찬1: 황병준(호서대)/ 논찬2: 서대석(호
서대)/ 비전공논찬: 김성호(경성대)
<예배를 통한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2: 박종환박사(실천신학대):
주제: “치유에 대한 의료인류학(Medical Anthropology)이해”
좌장: 김형락(서울신대)/ 논찬1: 최진봉(장신대)/ 논찬2: 오주영
(서율신대)
<교회성장/전도/선교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3: 김남식(서울신학대)
주제: “초대교회에서 본 한반도의 문화적 샬롬 연구”
좌장: 조재국(연세대)/ 논찬1: 김선일(웨신대)/ 논찬2: 최재성(서
울신대)/
비전공논찬: 노원석(개신대)
<영성의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제4. 조한상(호신대)
주제: “이냐시오 로욜라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성식별연구”
좌장: 오방식(장신대)/ 논찬1: 이강학(횟불 트리니티)/
논찬2. 김경은(장신대)/ 비전공 논찬: 이재호(호신대-상담)
<목회사회학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5: 주희현박사(백석대)
주제: “2030 통일 시나리오에 의한 화해와 치유의 한국교회
전망-공유의 네트워크 사역을 중심으로-”
좌장: 조성돈(실천신대)/ 논찬1: 조성호(서울신대)/
논찬2: 박관희(나사렛대)/ 비전공논찬: 양성진(감신대)
<예배를 통한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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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6: 나인선박사(목원대)
주제: “치유의례가 실행하는 실재에 관한 이해”
좌장: 나형석(협성대)/ 논찬1: 김형락(서울신대)/
논찬2: 안덕원(트리니티신대)/ 논찬3: 양승아 (서울장신대)
<설교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7: 김성호 (경성대)
주제: "디트리히 본회퍼의 평화설교"
좌장: 김윤규(한신대)/ 논찬1: 윤성민 (강남대)/
논찬2: 김성수 (나사렛대)/ 논찬3: 김병석 (서울장신대)
<디아코니아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8: 김동진박사 (한일장신대)
주제: “통일과 남북한 화해의 디아코니아”
좌장: 김옥순(한일장신대)/ 논찬1: 김한호(서울장신대)/
논찬2: 김근수(이리교회)
<영성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제9. 오방식(장신대)
주제: 복음과 관상: 아빌라의 데레사의 신비관상에 대한 비평
적 연구
좌장: 김수천(협성대)/ 논찬1: 백상훈(한일장신)/ 논찬2: 권진구
(목원대)
비전공논찬: 양승아(서울장신-예배설교)
<목회상담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0: 임미화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주제: "통일, 화해, 치유를 위한 목회상담의 역할"
좌장: 권명수(한신대)/ 논찬1: 최재숙(장신대)/ 논찬2: 송준용(국
제신대)/ 논찬3: 김경수(강남대)/ 비전공논찬: 주상락(서울신대)
<목회상담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1: 임헌만박사 (백석대)
주제: "화해적 통일을 위한 로고테라피 가능성"
좌장: 김충렬(한일장신대)/ 논찬1: 김상인(한국교원대)/
논찬2: 신영호(한국마인드온상담연구소)/
논찬3: 조기연(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비전공논찬: 정근하(계명
대)
<기독교교육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2: 고원석(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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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교적 입장에서 보는 화해교육의 새로운 접근”
좌장: 신현광(안양대)/ 논찬1: 손문(연세대)
<목회상담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3: 정보라박사 (건신대학원대학교)
주제: "자기수용과 화해에 관한 실천신학적 고찰"
좌장: 이세형(협성대)/ 논찬1: 이혁의(호서대)/ 논찬2 : 최종일(웨
신대)/ 비전공논찬: 구병옥(개신대)
<설교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4: 김병석박사 (서울장신대)
주제: “치유적 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구조”
좌장: 서동원(목원대)/ 논찬1 윤성민(강남대)/ 논찬2 김용성(한신
대)/
<기독교교육 관점의 통일, 화해, 치유의 실천신학>
발표15: 이종민(총신대)
주제: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좌장: 신현광(안양대)/ 논찬1: 신승범(서울신대)

2020-6

제76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미디어 리터러시와 실천신학의 과제
일 시 : 2020년 6월 20일(토) 오전10시
장 소 : 온라인(학회홈페이지 www.praxis.or.kr/
Youtube 링크)

발표1: 유재원(장신대) “현대 예배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방안 연구”
논찬: 나인선(목원대), 오석진(감신대)
발표2: 박도훈(호서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방안 연구”
논찬: 정재영(실천신대), 신승범(서울신대)
발표3: 윤성민(강남대) “코비드-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
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 중심으로-”
논찬: 김용성(한신대), 김현애(장신대)
발표4: 남기정(감신대) “미디어 시대의 영성 생활: 웨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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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감각 사상과 칸트 이후 인식론을 중심으로”
논찬: 이주형(연세의료원), 권혁일(영락교회), 최태관(감신대)
발표5: 최병례(국제신대), 여한구(국제신대) “뉴스의 담화분석:
JTBC “앵커브리핑”을 중심으로“
논찬: 박은정(웨신대), 김해영(KC대)
발표6: 이종민(총신대) “디지털시대 학습자 이해를 근거한 디
지털 목회 리더십에 대한 성찰”
논찬: 이은철(백석대), 남선우(열림교회)
발표7: 이승진(합신대) “뉴미디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의사소
통 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논찬: 김병석(숭실대), 조지훈(한세대)
발표8: 김보연(웨신대)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현상학적 연구”
논찬: 송준용(국제신대), 신영호(한국마인드온상담연구소)
발표9: 조성호(서울신대) “『디다케』와 『사도 전승』을 통한
영성과 기독교 리더십의 상호관계 연구”
논찬: 조성돈(실천신대), 윤성민(강남대)
발표10: 김윤기(호서대) “17-18세기 유럽 경건주의 시대와 한
국교회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 연구”
논찬: 김한호(서울장신), 김동진(루터대)
발표11: 나현기(한신대) 요안네스 카시아누스 (Ioannes
Cassianus, ca. 360-ca. 435)의 ‘철저한 가난’ (Radical
Poverty)이해와 독특성
논찬: 백상훈(한일장신), 박세훈(장신대), 김교민(한신대)
발표12: 박관희(서울신대) “공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 연구”
논찬: 최진봉(장신대), 김형락(서울신대)
발표13: 유미녀(국제신대), 박경화(국제신대) “중년여성의 우
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집단예술치료를 중심으로 -”
논찬: 이세형(협성대), 노원석(개신대)
연구윤리 교육: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편집위원장
한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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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제78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
일시 : 2020년 11월 21일 (토) 10:00-13:00
방법 : http://www.praxis.or.kr/
(링크 접속/ 논문 발표 후 실시간 온라인 토의)

주제발표1: 정재영박사 (실천신대)
제목: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변화와 공공성”
주제발표2: 이민형박사 (연세대)
제목: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국 개신교 신앙 지형 연구: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
를 중심으로”
주제발표3: 민장배박사 (성결대), 김병석박사 (숭실대)
제목: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예배의 시공간성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4: 박은정박사 (웨신대), 이종민박사 (총신대)
제목: “생령”의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와 적용: 기독교교육과
목회상담을 중심으로
주제발표5: 주상락박사 (명지대)
제목: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전도와 선교: 총체적 공간선교,
전도”
연구윤리교육: 편집위원장 한재동박사 (나사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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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회칙
제1 장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실천신학회(KSPh=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라 칭
한다.
제 2 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임원회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
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 신학의 학
술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4 조 (학문분야) 본 학회의 학문 연구 분야는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실천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한다(예배와 설교, 목회사역, 상담치료, 전도와 선교, 기독교교육, 디아코니아, 영성, 종교
사회, 교회성장, 교회행정, 기독교문화, 예배음악, 교회건축, 한국세시풍속과 교회력, 관혼
상제와 성례전, 리더쉽-멘토링 등).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5 조 (회원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1. 회원의 자격- 학자 및 목회자로서 실천신학을 전공하거나 연구하거나 관련 영역에서 다년간 전문
경험을 쌓은 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준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의무-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 성실히 참여한다(은퇴교수는 연회비 면제).
제 6 조 (임원회, 감사, 편집위원회의 구성, 선출, 임기)
1. 임원회는 회장, 선임부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로 구성하되 부임
원들의 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승계를 원칙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은 본 학회 총무를 역임한자
및 분과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신임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단 이외의 임원은 재임이 가능하다.
4. 학회의 감사는 임원 역임자(분과장 포함) 중에서 2인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5.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편집위원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회계와 부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7.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 (학술분과회의 구성과 분과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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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분과회는 본 학회의 협력학회 또는 전공영역으로 학제간대화로 교회를 섬기려는 본 학회
의 기본목적에 찬성하고 학술적 독립성과 충분한 회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2. 신규 학술분과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검증을 받아 임원회 건의로 이사회 참석
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입한다.
3. 학술분과회장의 선출과 임기는 각 학술분과회 소속회원들의 결정에 따른다. 단 신임 학술분과
회장은 변동사항을 학회장에게 공지해야 한다.
4. 학술분과회장은 임원회 및 타 학술분과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여한
다. 분과회장은 학회장이 요청할 경우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8조. (이사회)
본 학회의 사업, 발전, 및 후원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선임이사, 상임이사, 본 학회
회장, 분과에서 추천하는 1인, 도합 15인 이내로 한다. 이사장은 선임이사가 승계하며, 선임이사는 상임이
사가, 상임이사는 직전회장이 승계한다.
제9조(고문단)
본 학회의 진로와 자문 그리고 후원을 위하여 은퇴한 원로 학자들을 고문단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제한)
현역에서 은퇴한 자는 임원, 이사, 감사 및 편집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제 11 조 (연구위원회)
1. 본 학회는 비상설기구로 특별과제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관련 학술분과
회장들과의 협의로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과 간사 등을 위임하여 구성한다.
2.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성과에 대해 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존폐를 임원회에서 결
정한다.

제 3 장 사업과 재정
제 12 조 (사업) 본 학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발표: 연 4회로 하되 2월(학제간대화), 6월(전공별), 9월(목회) 10월(공동학회)로
한다. 단 국제학술발표회는 예외로 한다.
2. 신학과 실천 학술지를 발간한다.
3. 학술답사 및 공동연구, 교재발간.
4. 각 대학 및 교회 순회강연.
제 13 조 (학술연구지 출간)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활
발하게 하기 위해 학술지를 출간한다.
1.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
을 둔다.
2. 편집위원의 구성은 임원을 포함하여 전공을 고려한 8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출판시기와 횟수는 봄(2.28), 여름(5.30), 외국어(7.30), 가을(9.20), 겨울(11.30)년 5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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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고 후원하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되 전직 회장으로
한다.
5.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의논하여 선출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하여 편집에 관한 사안을 관장한다. 편집재정
은 편집위원회 회계가 맡아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한다.
제 14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4 장회의
제 15 조 (총회 및 운영위원회) 1. 본 학회의 총회는 매년 2월 초순 정기학술대회 시에 회장이 소
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 총회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6 조 (고문 및 이사회) 본 학회의 고문 및 이사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하여 본 회의 발전
과 사업을 논의 한다.
제 17 조 (개정) 본 학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로 개정하며, 효력은 개정 즉
시 발효한다. 단, 각종 규정 등은 임원회에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5 장부칙
제 18 조 (회칙의 시행) 본 학회 회칙의 개정된 정관의 시행은 1996년 10월 25일 부로 한다.
1. 회칙 보완 수정 2007년 10월 19일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2. 회칙 보완 수정은 2009년 2월 6일 임시총회 결의와 2010년 2월 총회에서 통과 즉시 시
행한다.
3. 회칙 보완 수정은 2013년 2월 2일 제18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4. 회칙 보완 수정은 2014년 2월 7일 제19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5. 회칙 보완 수정은 2015년 2월 14일 제20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6. 회칙 보완 수정은 2016년 2월 12일 제21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7. 회칙 보완 수정은 2017년 2월 11일 제22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8. 회칙 보완 수정은 2018년 5월 19일 제23회 1차 임시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별 칙
1.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지 ｢신학과 실천｣ 원고 심사규정 및 학술지 게재규정은 다음과 같다.
2. 본 학술지는 한국실천신학회의 정기학술지로 매년 5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심사규정 및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1) 본 학술지의 원고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한다.
(2) 본 연구지의 내용은 실천신학 및 교회의 교역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3) 본 연구지의 내용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4) 본 학술지는 매년 1월 20일까지 원고를 마감하여 2월 28일에 봄호를 발행하고, 4월 20일에 마감하
여 5월 30일에 여름호를 발행하며, 외국어 논문은 6월 20일에 마감하여 7월 30일에 발행한다. 가을
호는 8월 20일에 마감하여 9월 30일에 발행한다. 겨울호는 10월 20일에 마감하여 11월 30일에 발
행하여 출판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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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5) 심사판정은 “게재 가” 판정 시(80점 이상) 심사총평과 “게재 불가” 판정 시(80점 이하) 게재불가 사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심사규정은 별도규정에 의하되 1. 구성의 완성도(25점), 2. 주제연구의 심도(25점), 3. 학문적 독창성
(25점), 4. 학문의 기여도(25점), 5. 논문등재지인용지수 5개. =총점(총100점 만점, 80점미만은 게재
불가), 총평으로 한다.
(7) 본 학회지의 모든 원고 투고와 심사는 홈페이지 심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8)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타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8인 내외로 하며, 심사위원은 논문 한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에 게재 한다.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논문 게재 율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의한 60%- 70% 미만으로 한다.
논문 게재료는 출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괄 30만원으로 한다. 단 학술재단이나 소속기관에 의해서
해당년도에 학술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50만원으로 하며, 반드시 회원이여야 하되 년 회비 2년 이
상 납입해야 한다(단 신입회원은 당해년도 가능). 단 시간강사에 한하여 게재비를 20만원으로 한다.
시간 강사는 논문제출시 표기하여야 한다.
심사시스템 보완으로 일정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심사 편집한 전문
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연구결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 수준 높은 학술적 토론의 장을 촉발하여 한국
실천신학계의 학문적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고양하며,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
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국내외 교수급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
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협의하여 위임한다. 편집
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을 보장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실무자로서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 (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발행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편집관련 제
반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
다. 또한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임원회와 협의 위촉할 수 있다. 그
외 한국실천신학회의 모든 출판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조 (학술지 명칭) 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신학과 실천」이라 칭한다.
제 7 조 (발행)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8 조 (투고)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9 조 (심사)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10 조(연구윤리규정) 본 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로 둔다.
제 11 조 (부칙)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
다. 2. 본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개
정 2015년 2월 14일 회칙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7년 2월 11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8년 2월 10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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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활발토록
하기 위해 학술지를 발행하며 그 명칭을 「신학과 실천」으로 한다.
제 2 조 (범위와 심사)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
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둔다.
제 3 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회원 중에서 전공, 소속, 지역 등의 대표성
을 고려해 8명 내외로 위임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 4 조 (선출 및 위임) 편집위원의 선임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
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출판) 출판시기와 횟수는 봄(2.28), 여름(5.30), 외국어(7.30) 가을(9.30), 겨울(11.30),
연 5회로 한다. 단 외국어판의 출판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출판된 모
든 논문에는 온라인개별코드(DOI)를 부여한다.
제 6 조 (게재율) 본 학술지의 논문 게재율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의거 60%-70% 미만으
로 한다.
제 7 조 (권한) 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신학과 실천」에 게재하고
게재 발행된 논문에 속한 모든 권한(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제 8 조 (고문)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는 편집고문을 둘 수 있다. 자격은 전직
회장으로 한다.

투고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 1 조 (투고자 자격) 「신학과 실천」의 투고자는 한국실천신학회 회칙이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다한 자로서(회칙5조) 회비를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납부해
야 하며 본 학회주최 학술대회에 연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단 신입회원의 경우
2년 연회비를 일괄 납입하는 것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제 2 조 (투고규정의 중요성) 투고규정은 투고된 논문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신학과 실천」의 편집 철학과 원칙을 일관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학
술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이므로 모든 투고자는 본 학회의 투고규정을 잘 이
해하고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총괄하는 편집위
원장은 이를 규정심사에 엄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 3 조 (일반규정)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한글이든 외국어이든 타 학술지 또는 학위논문으로 발표된 적이 없어야
한다. 논문심사통과 또는 출판된 후에도 표절이 판명되면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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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를 제한한다.
2.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가 정하는 아래의 모든 논문작성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본 학회가 규정하지 않
는 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문작성법을 따라야 한다. 본 학술지는 본 학회의 규정과 모
순되지 않는 한 시카고 모델을 권장한다.
3. 투고된 논문은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해야 한
다.
4.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도 가능하다.
제 4 조 (논문의 편제)
1. 본 학술지는 한글과 영어 초록을 요구하며 초록의 질적 수준에 높은 비중을 둔다. 투고된 논문의 초
록은 논문의 논지와 내용을 적정하게 압축해야 한다. 단 지면의 경제성 측면에서 초록의 과도한 분
량을 제한하여 한글초록의 길이는 A4 용지 1/2에서 2/3 정도를 권장하며 영어초록은 한글초록의 번
역에 준하되 적정한 길이에 유의해야 한다. 주제어는 한글과 영어 모두 5개 내외로 하여 한글과 영
어 초록 바로 아래 제시해야 한다.
2. 논문의 구조는 제목, 저자정보, 한글초록, 한글주제어, 논문, 참고문헌, 영어초록, 영어주제어 순으로
한다.
3. 논문의 내용구분은 상위는 로마자(I, II, III...)로 하위는 아라비아 숫자(1, 2, 3...)로 구분하고 더 하위는
영문자(A, B,.. a, b...)로 구분하는 것으로 통일한다.
제 5 조 (논문의 분량)
1. 논문의 분량은 한글과 외국어 논문 모두 A4 용지 13매-15매로 하며 초과할 경우 투고자에게 추가비
용을 부과한다. 연구재단 지원 논문은 예외로 하되 25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 (자료의 사용)
1. 학술논문은 학술공동체의 역사와 대화에 참여하는 일이란 점에서 투고된 논문은 선행연구들과의 교
류를 보여야 하며 이를 충분한 수의 각주와 참고문헌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신학과 실천」은 지면
의 한계를 고려 투고논문의 각주와 참고문헌 수를 각 30-50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 30개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위 5조 1과 같은 이유에서 투고논문은 「신학과 실천」에 기게재된 관련 논문을 충분히 인용함으로
회원간의 학술교류 활성화에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 본 학회는 5개 이상의 인용을 권장한다. 같은
이유로 타 등재학술지 인용도 권장한다.
3. 투고된 논문은 논지의 근거로 다양한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인용자료는 안정성과 영구성이 담
보돼야 한다. 이에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인터넷자료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논문의 성격상 사용
이 불가피하 경우에는 저자, 제목, 장소, 시간의 명시라는 자료인용의 기본요소들을 반드시 표기해
야 한다.
4. 본 학술지는 방법론적으로 인문학지의 범주에 속하므로 언어적 설명과 해석에 초점을 둔다. 이에
투고된 논문은 글로 된 설명과 해석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원칙과 지면의 경제성이란 측면에서 설
명과 해석 자체가 아니라 대상과 근거인 그림 또는 도표의 사용은 가급적 회피해야 한다. 논문의
성격상 그림 또는 도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극도로 절제된 형태로서 1개를 초과하여 그림
또는 도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 5 조 (필수 첨부자료) 투고자는 반드시 다음 3개의 문서를 준비하여 논문과 함께 투고시스템에 입
력해야 한다.
-KCI논문유사도검사(10% 이내)
-신청 및 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제 6 조 (논문 게재료) 논문게재료는 학술지 출판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편집과정의 편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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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임교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 30만원을 부과하며 외래교수(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은 일괄 20
만원을 부과한다. 단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은 50만원을 부과한다. 연회비 미납
자는 미납된 회비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신입회원으로 투고할 경우 2년치 연원비를 함께 납입해야
한다.
제 7 조 (투고논문의 처리와 투고회수)
1. 논문원고 제출마감은 출판 1개월 전으로 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2. 심사통과된 논문의 수가 많을 경우 응모 순에 따라 차호에 이월 게재할 수 있다.
3. 한 회원의 연간 게재논문의 수는 4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8 조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집에 포함된 논문은 2-3개 이상의 논
찬을 첨부해야 한다.
제 9 조 (투고논문의 심사) 투고논문의 심사는 심사규정에 따른다.

<표1> 각주와 참고문헌 인용방식
1. 각주작성 방식
한글로 출간되는 학술지의 경우 각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한다. 모든 논문 제목은 쌍따옴표로,
잡지나 정기간행물 이름은 외꺽쇠괄호「 」로, 단행본은 쌍꺽쇠괄호 『 』로 묶어 표기한다. 단, 외
국어 도서 제목과 간행물 제목은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같은 논문이나 책을 바로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 : Ibid., 210.
- 동일저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각주 한 개 이상 건너 뛰어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 op. cit., 또는 저자,
제목 표제어, 224.
1) 논문 인용의 경우
위형윤, “신학과 실천의 괴리현상 극복을 위한 실천신학적 삶의 고찰,” 「신학과 실천」 22(2010), 5-43.
Talley, Thomas J. "The Eucharist Prayer: Directions for Development." Worship 51(1977), 316-25.
2) 저서 인용의 경우
박근원, 『현대신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3-35.
John S. Mcclure, The Four Codes of Preaching: Rhetorical Strategies, (Louisville, KY: WJK, 2004),
19-46.
3) 편역서 인용의 경우
폴 틸리히/ 송기득 옮김,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서광사, 1998), 34.
U. Luz, Matthew, vol. 1, tr. by James E. Crou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55.
Darrell L. Guder, ed. Mission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46.
4) 학위논문 인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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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0-40.
Jung Sik Cha, “Confronting Death: The Story of Gethsemane in Mark 14:32-42 and Its Historical Legacy,” (Ph.D. diss.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6), 55-57.
2. 참고문헌 작성법
참고문헌은 각주에서 인용된 자료에만 한하며 결론 다음에 아래와 같이 배열해야 한다.
1) 한글 자료를 먼저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자료를 배치한다.
2) 한글 자료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외국어 자료의 경우는 A, B, C 순으로 정리한다.
3) 외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가족명(family name/last name)을 앞에 쓰고 본 이름을 뒤에 쓰
며 그 사이를 콤마로 구분한다.
4) 각주 표기와 달리 이름 뒤에와 저술 제목 뒤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로 마감한다. 책의 경우는 제목
뒤의 출판사 이름 등을 묶은 괄호를 풀어준다.
5) 동 저자에 의해 쓰인 저술은 복수일 경우 일곱 개의 아래 하이픈(_______)을 연속으로 그어 동명 인
물임을 밝히되 최근에 쓰인 것부터 먼저 배치한다.
박근원. 『현대신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위형윤, “신학과 실천의 괴리현상 극복을 위한 실천신학적 삶의 고찰,” 「신학과 실천」 22(2010), 5-43.
틸리히, 폴/ 송기득 옮김.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서광사, 1998.
Guder, Darrell L. ed. Mission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Harrington, Daniel J. The Gospel of Matthew.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91.
Marcus, Joel. “Entering into the Kingly Power of God.” JBL 107 (1988/4), 663-675.

심사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지 심사규정을 정한다.
제 1 조 (심사절차)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규정심사, 전문심사, 최종심사 3단계를 최종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의 구성과 수) 심사는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하되 편집위원장은 규
정심사와 최종심사에 책임을 지며 전문심사에는 간여하지 못한다. 전문심사는 학
문적 수월성과 학제간 대화를 추구하는 한국실천신학회의 이념에 따라 논문 1편당
전공 2인, 비전공 1인 총 3인이 맡는다.
제 3 조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임 및 심사비) 심사위원의 자격은 연구실적과 학회참여도
및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 신뢰도에서 탁월한 학자로 편집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임한다. 논문심사자에겐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투고논문의 적격성)
1. 투고논문은 한국실천신학회가 추구하는 학술적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순수한 학술적 논
문이어야 한다. 한국실천신학회는 다양한 실천신학적 분야들의 독자적 연구는 물론 학제간의
대화와 융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일을
추구한다. 투고논문은 이 같은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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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된 논문은 투고자의 고유한 연구로 타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3. 이단종파에 소속된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가부를 판정한다.
제 5 조 (심사 기준과 판정) 본 학술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심사는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편집위원장).
2. 전문심사는 전문학자 3인(전공 2인 비전공 1인)이 투고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심층심사한다.
3. 전문심사의 내용: 구성의 완성도(20점), 주제연구의 심도(20점), 학문적 독창성(20점), 학문의 기여
도(20점), 등재논문인용지수(20) 및 심사자평론.
4. 합격기준: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게재가, 79점미만은 게재불가로 평가한다.
5. 최종평가는 편집위원장이 하며 전문심사자 3인의 개별평가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최종판정하다.
제 6 조 (발행) 본 학술지는 연 5회 발간하며 1월30일에 투고 마감하여 2월28일에 봄 호 발
행, 4월30일에 마감하여 5월30일에 여름 호 발행, 6월30일에 마감하여 7월30일에 외국어 호
발행, 8월30일에 마감하여 9월30일에 가을 호 발행, 10월30일에 마감하여 11월30일에 겨울
호를 발행한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학술활동이 오늘날 사회와 학계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
준의 연구윤리 지침(예,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부합토록 본 학회 고유의 학술활동에
맞는 연구윤리 지침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강 령) 본 학회의 모든 학술적 활동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진리의 추구라는 전제 아래 특히
기독교 학술단체로서 기독교의 이념과 가치의 관점에서 거짓 없는 정직과 진실에 기초해야 한
다. 정직과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학문적 주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와 창의성 역시 정직과 진실이 담보될 때만 유의미하다.
제 3 조 (실천원칙)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연구윤리 원칙을 따른다.
1.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은 본 학회의 투고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술사회의 교류와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해 모든 통용되는 방법에 의거 타인의 지적 기여
도를 정확히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독창적 기여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2.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자는 본 학회의 심
사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문적 양심과 고도의 학술적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신학과 실천」 의 투고와 심사 및 편집발행, 본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의 발표와 논찬 및 운영, 학회가 책임을 갖는 내외부 학술연구지원비 운용에 적용
된다.
제 5 조 (연구부정행위 예방책) 본 학회는 투고 및 심사 규정과 그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가 실
현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의 아니게 연구부정을 범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1. 투고논문과 규정심사에서 KCI유사도검사 합격기준을 10% 이내로 엄격관리하고 심사위원은 표절의 의심
이 있을 경우 일차적 조사를 하고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표절의심 보고를
받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증거와 투고자의 소명을 취합하여 심의판정
을 내리고 정해진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투고자의 소속과 직책을 정확하게 표시함으로 자기 연구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연구물에 대한 부정
편승을 방지한다. 본 학회지는 투고자의 직위를 “교수”(전임교원)와 “외래교수”(시간강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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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기재하며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소속과 이름만을 기재한다.
3. 공저의 경우 규정심사 단계에서 각 저자의 기여도를 확인함으로 부정편승을 막는다. 특히 대학원생은 교
과과정과 종합시험 등을 마쳐 학위논문을 쓸 자격을 득한 자로서 반드시 지도교수의 추천서
가 있는 경우에 투고가 가능하다. 지도교수는 자신이 공저자일 경우 자신과 학생 사이의 논
문 기여분을 추천서에서 밝혀야 한다.
4.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어떤 사전정보도 심사자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며 심사 후에 심
사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심사대상자에게 공개돼서는 안 된다.
5. 심사자와 심사대상자에 대한 사전공개를 금할지라도 더 엄격한 공정성을 위해 심사대상자와 같은 기관
에 속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상피원칙을 따른다.
6. 업무상 심사대상자와 심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아는 편집위원장은 전문심사를 맡거나 그에 간여할 수
없으며 오직 형식심사인 규정심사와 정량심사인 최종심사에만 책임을 진다.
7. 본 학회는 편집위원장 책임 아래 정규적인 교육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
심을 촉구한다.
8. 본 학회는 학회 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연구윤리관련 문제를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확립위원
회”를 둔다.
제 6 조 (연구관련 부정행위 처리) 투고자나 발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범했다고 편집위원회
의 심의결과 판정될 경우 향후 3년간 투고와 발표 등 학회의 학술활동을 제한한다.
1. 중복투고나 중복발표 및 표절이 판명된 경우. 단 이미 게재된 논문이나 출판된 학위논문의 일부를 학회
가 그 가치를 인정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토록 허락한 경우는 제외. 이 경우도 출처를 명시
해야 한다.
2. 공동연구에서의 상호분쟁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중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투고자와 발표자가 소속과 직위 및 논문기여도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4.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신규로 발표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가 아닌 타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발표논문
의 학술지 게재는 학술대회의 토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야 하며 공정한 정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 6 조 (연구지원비관련 부정행위 관리감독) 본 학회는 연구과제 확정 및 체결에 의해 발생한 연구지원
비를 운용함에 있어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연구윤리확립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는 아래 위반사항을 감시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에 대한 회원권을 정
지하며 학술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다.
1. 지원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3.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 받았다고 판정되는 경우
4.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추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기타 과제 책임자가 과제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 7 조 (연구윤리확립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편
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8 조 (개 정) 본 규정은 연구윤리확립위원회의 3분 2이상 동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9 조 (시 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개정 2007. 10. 19일, 2014. 2. 8. 총회에서 보완, 2017. 2. 11. 총회에
서 보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8년 2월 10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9년 2
월 15일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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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한국실천신학회 조직표
고문

고문

책임고문

박근원
정장복
김외식
김종렬
문성모
백상열
위형윤
김윤규
이요섭
조기연
김세광
나형석
김충렬
김성민
김한옥
조재국
한재동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전 한신대학교 총장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새고을기독서원 원장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은진아카데미 원장
안양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교수
세종대학교 부총장 교목실장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협성대학교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협성대학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나사렛대학교 교수

제10대 이사회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김경진
김상백
황병준
한재동
김병석
윤성민
김옥순
김형락
여한구
조성호
이종민
이강학
김남식
이승진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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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담임목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수
호서대학교 교수
나사렛대학교 교수
숭실대학교 외래교수
강남대학교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총신대학교 교수
횃불트리니티대학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교수

제25대 임원명단
회장

황병준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선임부회장

민장배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부회장

서승룡

박사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총무

구병옥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은정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교수

이수영

박사

서울한영대학교 교수

박진경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

주상락

박사

명지대학교 교수

이종민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조지훈

박사

한세대학교 외래교수

김영수

박사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이민형

박사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감사

윤성민

박사

강남대학교 교수

감사

김병석

박사

숭실대학교 외래교수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전공학술분과 회장
목회사회/리더십분과

회장

정재영

박사

설교분과

회장

이승진

박사

상담치료분과

회장

여한구

박사

영성분과

회장

이강학

박사

예배분과

회장

최진봉

박사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복지

회장

김옥순

박사

교회성장/전도/선교분과

회장

김남식

박사

교회교육분과

회장

이종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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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실천 논문편집위원회
발행인

황병준

편집위원장

한재동

부편집위원장

김명실

편집위원

안선희, 최진봉, 김수천, 계재광, 반신환, 김옥순, 유재경
차명호, 주연수, Sangyil Sam Park(미국), Naham Kim(독일)

특별연구분과위원회
국제학술분과위원장

이말테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간사

김선일

박사

웨스트민스터대학원 교수

학술발표분과위원장
간사
논문편집분과 위원장
간사

문병하
정재영
한재동
위성동

박사
박사
박사
석사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사렛대학교 교수
디아콘 대표

논문자체평가 및
심사분과위원장

이현웅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간사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학진등재업무추진
공동위원장

한재동
위형윤
박상일

박사
박사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안양대학교 교수
미국 GTU 교수

국제관계진흥위원회위원장
간 사 및 위원
학회발전기금조성위원회위원장

간사 및 위 원

실천신학대전
편찬위원회위원장
편집위원
한국세시풍속과교회력
연구위원장

간 사 / 반신환(한남대학교 교수)
위 원 / 김나함(독일 마부르크대학교 교수)
허정갑(미국 콜롬비아신학대학원 교수)
문성모

박사 /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간 사 / 위형윤
위 원 / 김윤규(기장) 조기연(성결교) 김세광(예장통합)
이요섭(감리교) 조재국(감리교) 이명희(침례교)
박해정(감리교)
위형윤

박사 / 안양대학교 교수

김윤규 조기연 김세광 나형석 김충렬 김한옥 한재동 조재국
간사: 위성동
김순환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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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및 위원
한국전통혼상제및기독교
성례전연구위원장
간 사 및 위원
한국10대성장동력교회
위원회위원장
간 사 및 위원

간 사 / 류원렬
위 원 / 하도균 이승진 그 외 지원자
조기연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간 사 / 김형락
위 원 / 김형래 김명실 그 외 지원자
조성돈

박사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간 사 / 김선일
위 원 / 위형윤 김윤규 김세광 이요섭 김충렬 이명희
김한옥 정재영 최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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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로고의 의미
*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음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교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통일성 속
다양성, 다양성 속 통일성을 추구하는 학회의 간학제적 정신을 담고 있다.
* 3의 수는 삼위격의 상호관계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교회, 인격, 공공사회)의 상호관
계를 나타낸다.
* 가운데 ㅅ자 모양은 “실천”과 “신학”의 한글 첫 자음문자 ㅅ 및 헬라어 λ로 성육적 진리
를 뜻하는 로고스를 나타낸다.
* ㅅ자가 가운데로 모아지는 것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들 간의 만남과 대화를 상징한다.
* 외부의 둥근 녹색의 삼각 모양 3개는 한국 땅을 수놓아 온 산과 언덕을 나타내고, 가운
데 ㅅ자의 푸른색은 한국 땅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하수를 나타낸다.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삼위일체로 상징되는 보편적 교회의 전통과 특수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실천신학의 다양한 영역들이 만나고 대화함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뜻을 나타낸다.
* 로고의 상징은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라는 표어에 의해 보강 설
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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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설립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
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
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신학의 학술정
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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