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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예배
사회: 한재동 목사
(한국실천신학회 회장)
인 사 --------------------------------------------------- 사회자
개회찬송 ----------- 새384(나의 갈길 다 가도록) 1절 ------------- 다같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마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대회기도 ----------------------------------------- 김홍근목사(한세대)
성경봉독 -------- (일어서서): 딤후4:6-8 ------- 안덕원목사(횃불트리니티대)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
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
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묵상 -------------------------------------------------- 다같이
공교회고백 -------------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경 -------------- 다같이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으니, 그분은 아버지시고, 전능님이시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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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창조주님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님이십
니다.
우리는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니, 그는 하느님의 외아드님
이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낳아지시는, 하느님으로부터의 하느님이
시고, 빛으로부터의 빛이시며, 참 하느님으로부터의 참 하느님이시고, 낳
아지시며, 창조되지 않으셨으니, 아버지와 한 본체시며, 그분을 통하여 모
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님과 동정녀 마리아로 성육신하시고,
진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제 삼 일에 다시 일어나
사 성경에 응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는 영광중에 다시 오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으니, 그는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아버
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아오시고, 아버지와 아드님과 더불어 예배와 영광
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인
거룩한 우주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기다리며, 장차 올
세계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폐회찬송 ------------- 새384(나의 갈길 다 가도록) 2절 ----------- 다같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축 도 ------------------------------ 김한옥 목사(서울신대)
개회사 -------------------------------- 위형윤 고문(안양대)
소개와 교제 -------------------------- 한재동 회장(나사렛대)
광 고 -------------------------------- 황병준 총무(호서대)
오후 폐회사 --------------------- 김충렬 상임이사(한일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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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는 말씀 ￭
1. 오늘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위해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신 예수소망교회에 감사
드리며, 모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아낌없이 해주신
곽요셉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 본 학회 개최를 위해 안중교회 윤문기 목사님께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
사드립니다. 또한 언론광고를 위해 애써 주신 조기연, 나형석, 한상진, 김현애 박사님
과 주요 언론사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 및 그 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학술대회는 본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현재장소는 7층 소예배실이며, 식사장소는 6
층 식당과 야외식탁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식사 후 브레이크 시간에는 1층 카페에
서 커피와 차를 즐기실 수 있으며, 임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7층 접수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간식은 7층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점심식사 전 기념촬영이 본예배실(7층)에서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기학술대회 종료 후 오후 3시부터 <임원회의>가 1층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학회
임원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62회 한국실천신학회 및 제45차 한국기독교학회 개최 안내
일시: 2016년 10월21일(금)-22일(토)
장소: 소망수양관(경기도 곤지암)
주제: 종교개혁과 후마니타스: 기독교는 “헬조선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있는가
7. 제63회 정기학술대회 안내
일시: 2017년 2월 10일(금) 오후1시 - 2월 11일(토) 오후12시
장소: 부평 카리스호텔
주제:“인성회복과 실천신학”
8. 실천신학회 회원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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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회비는 1년 단위로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회비납부 여부에 대한 확
인은 회계(민장배교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하신 분들은 연4회 『신학과실
천』 학술지를 받아보시며 학술대회 발표와 학술지 게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전임교수/담임목회자: 30,000원, 비전임교수/부교역자 20,000원, 학생 10,000원)
-계좌번호:
1. 총입출입 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한국실천신학회
-후원금 및 학술대회 연회비관리 등
2. 논문게재비 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지 게재비 심사비 출판비 등, 연구재단 프로젝트 등

- 10 -

Session I: 100세 시대 성도의 개인생활

Session I
발표자: 이상훈 박사(새세대아카데미)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
좌장: 김윤규 박사(한신대)
상담학적 조언: 권명수 박사(한신대)
교육학적 조언: 한상진 박사(총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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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1) ”
이 상 훈 박사

(새세대 아카데미)

I. 들어가는 말: 고령화 사회의 도전
영화배우이자 작가이며 반전운동가인 제인 폰다(Jane Fonda)는 자신의 TED 강
연을 이렇게 시작했다. “지난 세기 동안 많은 혁명이 있었지만 장수 혁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증조부들보다 평균적으로 34년을 더 오래살고 있습니다
.”2) 그녀는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의 수명에 ‘두 번째 인생’이 고스란히 더해진 것입니
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며 ‘나이’에 관하여
는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고 우려하였다. 그녀의 메시
지는 결코 거저 하나의 사회 문제로만 인식되어도 무관한 사안이 아니다. 그녀는 이
시대의 가장 위중하고 심각한 이슈를 비교적 단순한 어조로 표현한 것뿐이다. 그래서
근래 “100세 쇼크 축복인가 재앙인가”란 제하의 기사들은 저널리즘적 과장법이 아니
며 이미 2009년 UN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는 전대미문의 인구고령화가 정치, 경제,
가족 등 인간 삶의 전 분야에 일으킬 엄청난 파고를 밝힌바 있다.3) ‘최빈사망연령(가
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2020~2025년에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전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흔히 압축적
고령화(compressed aging)로 불리는 한국은 이 문제에 있어 극단적인 예를 보여 앞으
1) 이 발제문은 2015년 새세대 아카데미 목회 컨퍼런스(2015. 11. 5)에서 소개되었고 자료집
목적으로 작성되었기에 인용 및 발췌 등을 금합니다.
2) Jane Fonda, Life's Third Act, filmed Dec. 2011, posted Jan. 2012, TEDxWomen 2011.
3)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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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4) 더구나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엔 국민 3명당 1명(32.3%)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2명이 고령인구(6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5)
물론 장수시대는 단순히 수명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고령화사회로 삶
의 방식의 변화 및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학통계학적 전이에도 우리 사회의 제도
나 시스템 구비는 아직 미진한 단계이고 의식과 문화는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
어나 있지 않아(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위의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심각성과
큰 대조를 보인다. 이에 따라 기대수명이 예상보다 더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
성인 ‘장수 리스크’가 높아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적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다양한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100세 시대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시각의 이유는 너무
긴 노년기와 빈곤, 질병, 소외, 고독감 등으로 지목된다.6) 무엇보다도 뚜렷한 사회적
역할은 없이 길어지기 만한 여생과 그에 반해 불충분한 경제력 등의 문제가 ‘준비되지
않은’ 100세 장수에 대한 불안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100세 시대
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안감의 주요 원인 중에 경제활동을 포함한 적절한 활동
(빈곤, 소외, 고독감의 문제에 대해)과 공동체(질병, 소외, 고독감) 혹은 인간관계(빈곤,
질병, 소외, 고독감의 문제에 대해)가 중요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의 고령화 이슈에 대한 접근이 노후자금 같은 경제적 안정
과 육체적 건강 혹은 ‘웰빙’에 경도되거나 이들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문제의
보다 본질적인 면과 넓은 스펙트럼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해와 처방은 정년
전후의 ‘중 고령자’들을 수동적이고 비참여적 ‘은퇴자’나 ‘주변인’으로 남게 하거나 생
애주기에서 은퇴를 단순히 쉬는 기간이란 편견에 메이게 하는 경향을 지속시킬 수 있
다. 이는 경제를 포함한 사회참여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고 ‘생산적인 노
화’로서의 ‘제2인생’에 대한 이해와 어긋난 생활문화를 용인할 뿐 아니라 확대할 수 있
는 흐름이다.7)
4) ‘한국 2060년 세계 최고령 국가…2019년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 헤럴드경제, 2015. 7. 22.
5)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지표」, 2015. 3. 19, 4. 이러한 현상은 노년부양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져 2014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7.3명에서 2040년 57.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예를 들어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우리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준
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를 맞게 될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의 ‘100세 시대 국민의식 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2011; 오진호, 「기대여명을 활용한 장수리스크지수
산정」, 201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14. 2, 12.
7)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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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는 고령화사회가 던지는 도전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행
복’이 인간 삶의 중요한 목표란 사실을 인정한다면 빈곤·소외·고독감·질병 등의 고령
화사회 문제와 관련한 바른 질문은 ‘무엇이 행복이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형태이어야 한다. 부족한 은퇴자산에 따른 (높은)장수 리스크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시각과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혹은 외적 가치에 치중한 접근은 정확하지 않은 질문
을 기초하고 동반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하여 제시되었던 해법들 중에는 ‘행
복’과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과 상관성이 많지 않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행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계되기에 보다 큰 의미와 가치를 포함하므로 더욱 적절한
고령화사회의 논의는 행복담론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슈에 교회와 신학이 관심
을 갖고 책임적 응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교회의 고령화는 사회의 고령화를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8) 고령화문제는 ‘그
들’(사회)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교회와 신학)의 과제로 우리가 정부나 사회를 바라보
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둘째,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100세 시
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안감의 주요 원인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경제활동
을 포함한)적절한 활동(빈곤, 소외, 고독감에 대해)과 공동체(질병, 소외, 고독감) 및
인간관계(빈곤, 질병, 소외, 고독감) 등의 문제들은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주제와 무관
하거나 거리감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의 문제와 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실마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서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절한’ 활동이나 유급직을
통한 일정한 수입과 아울러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 유대를 위한 인간관계의 질 제고
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놓여 있다. 이에 본 발제는 적절한 사회적 활동이나 일과 관
련해서는 소명 개념, 행복의 사회적 요소로서의 공동체 윤리를 위한 코이노니아, 관계
윤리를 보여주는 언약개념, 이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교적 교회론, 그리고 (지역)사
회의 문제에 대한 교회와 신학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 최근에 제기된 ‘공유
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개념을 논의함으로써 상기의 고령화사회의 이
중 과제 극복에의 기여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신학윤리적 개
념들에 기초한 교육 목회적 시도를 통한 교회의 대안공동체적 노력에 해결의 단초가
있다고 보아 <예수소망교회 인생대학>의 예를 소개함으로 그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 보는 것은 아니다. 비물질적이고 비경제적인 삶과 활동 중에도 충분히 생산적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생산적 노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
라. 박선권, 「‘생산적 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2013
년 상반기(통권23호): 172-200.
8) George Magnus, The Age of Aging, 홍 지수 역, 『고령화시대의 경제학』 (서울: 부
키, 2010)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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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경제적 현실과 행복
1. 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현실
그렇다면 고령화시대와 이와 관련된 조건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현실을 야기
하나? 우선, 중도 퇴직 혹은 조기 퇴직의 일상화로 짧아진 정년이다. 취업포털 잡코리
아가 직장인 1,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퇴직 나이’에 대한 설문은 응답자의 66%
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는 반면 정년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18.6%에 거치고 있음을 보여준다.9) 둘째, 이와 관련 신규채용 유보와 감원이 일어나
는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
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고용의 비정규직화가 발생하고 조기퇴직이 빈번해지고 있다. 반
면 우리 사회 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714만 베이비붐세대(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에 출생한 인구집단)의 은퇴는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침체 등 사회불안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는 저축이나 연금 같은 노후준비
가 부족하여 이전같이 지출은 계속되지만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고령화가 심화됨에도 법이나 사회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젊은 노인’의 가속적 증가에 연동하여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기준
의 상향조정과 이를 위한 인식과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활동에 대한
고령층의 강한 의지와 대조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자원봉사참가율에 의한 역할상실과
사회적 소외현상이다. 또한 중 고령층들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주변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편견과 제한 같은 연령주의(ageism)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10)
이상의 사회경제적 현실이 갖는 심각성은 물론 강조될 필요가 있고 무게감은 충
분히 인식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주목과 분석은 경제 이외 요소들의 중요성을 소
홀히 여기거나 경제적 요소로 편입시킬 경우 경제적 관점으로만 이해되고 해법이 찾
아짐으로 인해 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안제시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경제 이외
의 요소들이 경제적 요소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닌
행복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9) 김연숙, ‘직장인 ‘체감 퇴직 나이’는 50.9세…19%만이 정년보장 믿어’, 연합뉴스, 2016.
6. 1; 기업의 규정된 정년 (평균 57세)과 실제 직연령 (평균 53세) 간에 간격 (‘정년디
커플링’)이 존재하고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역사적․제도적 분석을 위해서
는 다음을 보라. 방하남 외 저,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노
동연구원, 2012.
10) Frank Schirmacher, Das Methusalem Komplott, 장혜경 역, 『고령 사회 2018: 다가
올 미래에 대비하라』(서울: 나무생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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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 담론의 필요성
인간의 삶이 행복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면 고령화사회 논의는 행복 주제와 연결
될 때 보다 발전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고령화사회가 야기하는 불안감의 주요 원인인
수입(그리고 이것을 위한 일자리)과 건강 등은 행복을 위한 객관적 요소에 해당된다.
그런데 고령화 이슈에 대한 접근과 해법은 대개 객관적 조건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한계를 갖는 대안 마련에 머무를 소지가 크다. 사실 수입(그리
고 이것을 위한 일자리)과 건강 등 객관적 조건 외에도 다양한 연구 및 조사는 행복
을 가져다주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 필요가 충족
된 이후에는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 유대 혹은 인간관계에 의해 행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11) 소위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을 포함하여 경제적 성공에 치
우친 행복관의 문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다수의 유사한 주장이 이를 말해준다.
예를 들어 데릭 보크 (Derek Bok)는 경제적 부(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이 우리
의 기대만큼 많지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다며 금전적 성공 중심의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한다.12) 그는 삶의 만족과 행복의 증진은 금융자본이 아니라 신뢰, 네트워
크, 봉사 등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13) 이어 여러 학자
들이 발견한 행복을 결정짓고 지속시키는 요인을 소개하면서 인간관계, 일, 신앙 등을
포함시켰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2012)’는 사회적 요소가 소득이
나 경제적 요소 못지않게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경제적 수입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충족시킨 이후의 행복은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유대 및 인간관계의 질에 의해
신장된다는 것이다.14) 따라서 고령화사회의 논의의 초점은 경제와 의료에 더해 데릭
보크가 지적하였고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가 제안한 타자들과의 유대와 신뢰 및 봉사
의 삶을 통한 관계 문화와 공동체의 건설 등에 놓여진다. 그리고 이 점이 교회와 신학
이 고령화사회 이슈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은 부분이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100세 시대의 행복과 사회 자본의 증진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새로
11) World Happiness Report 2012, 9; 이상훈,「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
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8집(2014): 199-200.
12) Derek Bok, The Politics of Happiness, 추홍희 역,『행복 국가를 정치하라』(서울:
지안, 2011), 8.
13) 위의 책, 9.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반된 두 가지 주장에 관해 다음을 보
라: Daniel Kahneman and Angus Deaton.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Center for Health and Well-being, August 4, 2010.
Betsey Stevenson and Justin Wolfers,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Is
There Any Evidence of Satiation?”, Brooks Institution (April, 2013).
14) World Happiness Report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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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생애주기 이해를 필요로 한다.

III.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와 ‘제2인생’
이미 우리 시대가 진입하였고 향후 미래 사회에서 심화될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개인은 인구고령화와 이에 동반되는 ‘100세 시
대’ 및 수명연장의 틀에서 생애에 대한 재규정과 삶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
다. 기존의 일반적인 생애주기 이해는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출생 후 양육과 진학의
기간인 성장기, 취업과 결혼 및 자녀 양육의 성숙기, 은퇴와 노화 및 자녀 독립의 노
쇠기, 노화 및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생애주기가 종료되는 해체기의 네 단계로 나누어
진다.15) 그러나 고령화시대는 전통적인 생애주기 이해에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
다. 100세 시대에 맞추어 경제활동의 기간을 연장하고 정년 이후에도 ‘일’과 ‘사회공헌’
을 계속 하도록 지원하는 점진적 은퇴가 바람직할 것이다. 생애주기 패러다임도 삶을
교육, 일, 여가가 ‘직선형’으로 “단순화”된 이전의 패턴에서 탈피하여 이들 세 요소가
“전 생애”에 걸쳐 중첩적으로 되풀이되는 ‘순환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은퇴
나 퇴직 후를 그저 “유휴시간”만이 아니라 교육과 유 무급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창조적 삶”으로 만들어 가야한다.16) 이를 위해 중년 이후에도 “변화와 발전”이 계속
해서 일어나도록 ‘제2인생’ 혹은 ‘인생 2모작’에 대한 인식과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17)
그러므로 새로운 생애주기이해는 중년이후의 발달단계에 대한 재해석과 세분화 혹은
새로운 발달단계의 형성, 그리고 이와 더불어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을 수반하며
그 결과 고령화시대에 요구되는 행복한 삶의 확보를 위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이해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제2의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의 근거
가 되고 있다. 가령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인생주기론이 이에 관한 적절한 설
명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70세~75세까지로 적절한 재조
정이 필요한 중년기에 수행해야할 ‘인생의 과제’는 사회와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해 “가
치” 있는 일과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에릭슨이 ‘생산성’(generativity)이란 개념으로 설
명하는 이 시기의 과제는 공익을 위한 “직업 활동이나 사회봉사”, 문학과 예술을 포함
한 여러 분야에서의 창조적 노력과 성취, 젊은 세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 등이 포
함된다.18) 이처럼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자신이나 가족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15) 통계청, 「생애주기별 주요변화 및 특성 분석」, 보도자료, 2013. 11. 18.
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보도자료, 2011. 5. 26:
23-24.
17) 배영순 외,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사
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희망리포트』, 희망제작소 2015.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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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따라서 이웃을 보살피고 지역 사회
를 돌봄으로 타인과 공동체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19) 반면 이러한 발달과업을 적절히 이루지 못할 때 침체감(stagnation)에 빠
지게 된다.20)
영국의 인구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피터 라슬렛(Peter Laslett)은 인생주기 중
퇴직 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인 ‘제3기 인생’(개인에 따라서는 80대뿐 아니라 90대
까지도 해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21) 일반적인 경우처럼 ‘연령’과 ‘퇴직’에 의해서보다
“개인적 선택”에 따라 제3기 인생이 결정되며 발달과업인 ‘자기성취’(personal
achievement)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22) 이 시기는
이전의 ‘개인적’ ‘구속’이나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표, 꿈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간으로 보다 넓은 세계와 네트워크(공동체와 이웃)를 향한 새로운
‘구속’과 ‘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시기이다.
‘제3기 인생’과 관련하여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윌리엄 새들러(William Sadler)는
40대 이후에 인생의 새로운 성장(2차 성장, second growth)을 이룰 수 있다고 이해한
다.23) 40에서 70대 중후반의 시기라고 해도 “숨겨진” 가능성을 개발함으로 “창조적 변
화”를 도모하여 ‘2차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24) 이에 따라 일의 개념은
“임금이 지불되는 노동” 이나 생계를 위한 유급의 직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25) 어
떤 분야에서든지 흥미와 “재능과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확대
된다.26) 그 결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넓어지며 지역 공동체의 니즈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봉사에 자원(自願)하게 된다.27) 포괄적인 일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자신이 “의미”를 갖는 활동으로 일을 정의함으로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재능
18) 최성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서울: 서울대학학교 출판문화원, 2012),
446; 유사한 이론을 제시하는 다른 저자들의 논의를 위해 다음을 보라: Willam Sadler,
The Third Age,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서울: 사이, 2006),
149-150; Peter Laslett,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1).
19) Willam Sadler, The Third Age,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서울:
사이, 2006), 149-150.
20) 최성재, 앞의 책, 446.
21) Peter Laslett,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1)를 보라.
22) 최성재, 앞의 책, 449.
23) Willam Sadler, The Third Age,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서울:
사이, 2006).
24) Sadler, 앞의 책, 24.
25) Sadler, 앞의 책, 113.
26) Sadler, 앞의 책, 118-119.
27)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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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등 봉사에 대한 동기로 인해 “사회적인 부분”에 냉담하지 않으며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28)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생애주기이해와 ‘제2인생’이 고령화사회와 100세 시대가 가
져오는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조건과 기초로 인식될 때 교회와 신학의 역
할은 무엇인가? 즉, 이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야기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극복
하기 위한 새로운 생애주기이해와 ‘제2인생’은 신학윤리적으로 어떻게 근거 지워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발제자는 소명과 코이노니아, 언약, 선교적 교회론 등
의 신학윤리적 개념들을 선택적으로 분석함으로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와 ‘제2인생’의 신학윤리적 근거
1. 소명(vocation)
최초부터 땅에 대한 “청지기적 다스림의 임무로 부름” 받은 인간은 “문화를 창
조”하고 계속해서 “복합적 사회를 형성”하는 소명이 주어졌다.29) 소명은 주위 환경을
자신에게 맞추어 바꾸려하지 않으며 우주질서를 따르고 현 상태에 적응하려는 현상
(現狀)지배적(ontocratic) 시각과 다르다. 성경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창
1:1-2:4; 2:4이하; 요 5:17) 하나님은 인간의 선(善)과 복리를 위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어가도록 하셨다.30) 다시 말해 인간에게 피조 세계가 처음 창조된 상태대로 변화 없
이 존속되기 보다는 그 속에 “내재된 가능성들이 개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완
성으로” 나아가도록 더욱 발전시키라는 문화명령을 주셨다.31)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왕국 영역에는 지상의 모든 것이 신성한 것이 되므
로 일/직업과 사회 활동은 전부 성스러운 영역과 초월의 영역에 속할 수 있게 되었
다.32) 이러한 신학윤리적 이해는 인간의 온갖 일과 활동에 본질적으로 영적 의미와
가치 부여가 이루어짐을 명시한다.33) 또한 일/직업은 단지 생계수단이나 사회의 유지
28) Sadler, 앞의 책, 145.
29)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글로벌시대의 공공신학:
세계화와 은총』 (서울: 북코리아, 2013), 266.
30) Max L. Stackhouse with Lawrence M. Stratton, Capitalism, Civil Society, Religion,
and the Poor: A Bibliographical Essay (Wilmington, Delawar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2002), 33-4.
31)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문화전쟁시대의 기독교 문화전략』 (서울: IVP,
2002), 134.
32) 김재영 편, 『직업과 소명』 (서울: IVP, 1989), 14.
33) 박수암, "신약성경의 직업관”,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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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하고 ‘그의 나라’를 이룩하는 거룩한 활동이
될 수 있다. 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신자(엡 4:28; 행 20:35; 딛 3:8)에게 소명은 이처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특수한 임무 수행’이며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책임성이 그 기
저에 있다.34)
중세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한 성찰과 명상”을35) 뜻하는 ‘관조적인 삶’(vita
contemplativa)에 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공부, 설교, 가르침 등을 포함해 거
의 모든 종류의 일”을 가리키는 ‘활동적인 삶’(vita activa)은 필요에 예속되어 있어 참
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된 ‘관조적인 삶’보다 열등하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중세
의 기본 틀에 반대해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이해한 루터는 수도원과 교
회의 울타리 안으로 내향(內向)하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일/직업과 경
제활동을 통해 세속적인 삶을 거룩하게 살 것을 역설하며 ‘관조적인 삶’ 중심에서 ‘활
동적인 삶’으로 경건한 삶의 중심을 옮겨 놓았다.36) 그런데 이 대조적인 두 삶의 패러
다임 간 위계 즉 ‘관조적인 삶’을 ‘활동적인 삶’(vita activa) 보다 우선시 하려는 중세
적 경향이 고령화시대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현실적으로 중 고령층들에 대한
연령주의(ageism)와 법과 제도 및 문화적 배제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경험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의 이러한 차별과 제한이 신앙의 ‘사사화’에 대한 유혹을 강화시키므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이 중고령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문화 등 활동적인 공동의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관조적’
이고 ‘사적’ 삶으로 주의가 옮아가는 것을 역설하고 정당화하는 시도가 교회 내․외에
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고립된 경건’을 선택하거나 ‘종교적 성역’ 안으로
퇴거함으로 교회와 사적인 삶의 공간으로 ‘사사화’ 혹은 ‘내향’(內向)하는 성화로 머물
려는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소명의 관점은 쉬는 은퇴나 (비활동적인 영성생활을 포함하여)지속적인
휴가가 아니라, 유 무급의 ‘활동적인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에 복무하는 노력을 추천한다.37) 이러한 시각은 ‘관조적인 삶’ 보다 ‘활동
적인 삶’이 혹은 최소한 양자 간의 적절한 균형이나 통합적 이해가 소명에 더욱 합치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관조적인 삶’에 대한 선호와 경제적 여유가 일할 필
요 없는 근거로 인식되는 사회와 문화는 생계 때문에 차선적인 업종이나 불가피한 경
제활동 등에 참여하는 ‘활동적인 삶’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경향을 낳을 수
출판부, 2001), 127.
34) Stackhouse, 『글로벌시대의 공공신학: 세계화와 은총』, 266-67.
35) 김재영 편, 앞의 책, 65.
36) 이형기, “중세사회의 직업관과 루터신학에 있어서 직업의 의미,”『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136-189.
37) 낸시 피어시, 『완전한 진리』,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98.
- 21 -

있다. 이는 은퇴 전후의 중․고령자들에 의한 직업과 경제 등의 사회활동에 의미와 목
적을 적극 부여하는 소명 개념과는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고령화사회는 소명에 대한 다면적(多面的)이고 다중적(多重的) 이해가 필
요하다. 이러한 소명의 관점에서 일은 유급직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남을 돕는 다양
한 활동까지 포함하고 의미가 충분히 부여된다. 심지어 소명은 우리 존재 자체와 모든
‘비가시적’ 활동까지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소명에 따른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만
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자에 대한 섬김에서도 발견되고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과
의 코이노니아에서도 찾아지기 때문이다.38) 바른 소명 이해에 따라, 모든 일/직업과
활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일수 있고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며 인류전체에게 문화명령이
적용되기에 어떤 개인도 ‘소명’과 무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명’은 정년 후의 적절
한 경제활동이 생계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에 길어진 노후를 보람되고 활력 있게
보내도록 권면한다. 나아가서 소명은 유급의 경제활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재능나누
기 등 경험과 지식을 통한 봉사로 의미와 가치 있는 ‘제2인생’을 살아가도록 견인한
다.39) 이처럼 ‘문화명령’과 이에 따른 소명은 과제임과 동시에 타락이전의 모든 인간에
게 베풀어진 선물(사실 의미 있는 활동이 주는 혜택은 매우 크다)이기에 인간은 누구
나 일과 사회활동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40)
이러한 소명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imgao Dei)개념과 연결되어 논의가 발전한
다. 사실 고령화사회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며 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
명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우리에게 고령화사회에 따른 인간이해 특히 중
년이후의 고령층에 대한 이해를 위한 풍성한 해석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이슈와 관
련 ‘하나님의 형상’개념은 최소한 두 가지 측면 즉 “미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the future)과 ‘관계’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우선, 하나님의 형상으
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고정된 상태나 조건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운동”이다. 즉 인간
(중 고령자를 포함한)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삶의 성취를 향해 쉼 없이” 움직이는 존
재이기에 그들의 삶은 “역동적이고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특성을 지닌다.41) 또한 하나
38) Lukas Visher, "The Work of Human Beings as Creatrues of God," in The Ecumenical
Review, vol. 48, No. 3 (July 1996), 306-310(이형기, “중세사회의 직업관과 루터신학에
있어서 직업의 의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84에서 재인용).
39) 이상훈,「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216-217.
40) Cf.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IVP, 2002), 137.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을 위한
UN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이 규정하는 ‘근로권 보장’의 실현을 주장
할 수 있다[우국희, “고령화사회의 노인 인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
최성재 편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59].
41)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신옥수ž백충현 역,『기독교조직신
학개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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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형상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만드시는 상호연
관성의 구조를 보여주며 이는 코이노니아에서 인식과 실천이 가능하다. 코이노니아는
능동적이고 활동성이 발현되는 교제로 각자의 재능과 소명이 개발되며 실천되는 것을
전제하기에 은사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격려하며 수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코이노니
아는 다양한 은사를 수반하는 교제로서 그 안에서는 획일성도 없고 단조로움도 없는
생명 공통체적 특징을 지닌다. 이들 다양한 은사들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에서 이러한 창조주의 목적에 일치하여 사역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재하는 본질적 의도인 은사의 다양성은 공동체 구
성원들 간의 ‘차이’와 ‘다름’이 창조의 선함에 대한 표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코이노
니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러한 관계윤리적 특징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양성을 축하
하는 대신 비인간화시키는 인간관계의 구조를 거부하는 윤리적 실천을 지향한다. 따라
서 여기서는 다름(예를 들어 연령차나 세대차 등에 따른)이 소외나 갈등 혹은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과 존재 양태의 근거로 인식된다. 그러
므로 상대방으로서의 타자들이 누구이든 그리고 상호관계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응답
하든지 그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을 대하고 바라보려한다.
이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부득이하게 비활동적인 혹은 생산적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관계 및 공동체의 이해방식을 갖는다.

2.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이러한 신학윤리적 이해와 내용은 ‘선교적 교회’ 안에서 충실히 반영되고 적용되
어질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타락한’ 불완전한 세상에서 “대안 공동체”로 살아갈 것
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시도로 “대안적” 문화와 삶의 방식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는 “모든 생명체의 상호관계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하나
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42) 또한 “이웃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이웃에
대하여 연민 어린 사랑(compassionate love)의 마음을 갖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로 선교를 이해한다.43) 이를 위해 교회는 반드시 “이웃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것은 “단지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기 위한” 자선을 말하지 않는다. “이웃과 가까운
관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에 “참여”하기 위해 “이웃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맺어진다.44) 이러한 시각은 교회의 존재와 활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상관
42)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최동규 역,『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
전』(서울: CLC, 2015), 104-108.
43) 위의 책,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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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현실에 전적으로 들어가” 공동체와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45)
이러한 관점에서 성육신의 의미 역시 속한 “지역 사회의 삶과 투쟁에 깊이 참여
함으로써 이웃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일컫는다.46) 따라서 교회됨이란 그리스도
인들이 인간의 사회, 공동체, 문화 안에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화해하시는 삼위
일체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47)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
는 피조물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성령[하나님]은 모든 수준
의 문제와 삶에 미치는 창조성의 원리”48)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동반
의 정신”(a spirit of companionship) 즉 이 세상에서 “공감하는 태도로 타인들과 함께
걷는 원리”를 표방한다.49) 하나님의 사역은 광범위하게 세상과 사회에서도 일어나기에
회중은 “시민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적이며 도덕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광범위한 사역을 돕는 참여자”로서 자신을 이해하는 회중은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넘어 시민 사회 안”에도 참여해야 한다.50) 그리고 이들 하나님
의 동반자들은 “공익”의 확충노력에 동참하고 그 기여에 요구되는 역량을 키워야 한
다. 나아가서 이들은 해당 지역 공동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51)
그런데 “다원적인” 21세기 상황은 종교로 하여금 “보잘것없는 희망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타인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2) 선교적 교회론에 닿아있는 이러한 시각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려는 경향과 유혹에서 벗어나 행복의 “보편성”을 추구하여 “공적이며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교회를 지향한다.53) 위의 주장을 펼친 미로슬라브 볼프
(Miroslav Volf)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실천은 모든 사람의 “번성”과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련성을 실증하는 것이 되어야한다고 설명한다.54) 그는 교회의
44) 위의 책, 220-221.
45) 위의 책, 220.
46) 위의 책, 219.
47) 위의 책, 266.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과 현존이란, “세속적” 공간, 인간,
문화 “안에서” 그리고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활동 지평”이 필요함을 말한
다(위의 책, 215).
48) 위의 책, 215.
49) 위의 책, 268.
50) 위의 책, 270.
51) 같은 책.
52)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광장에선 기독교』(서울: IVP, 2014), 147.
53) 이상훈,「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제25
집(2013): 35.
54) Volf, 앞의 책,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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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은 사회를 변혁하고 인간의 “번성”을 일구며 공공선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에 참
여”하여 “기독교 정체성을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속으로 투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다.55)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전 존재를 통해 세상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우리 각자의 “삶 전체”가 “인간의 번성”에 복무하고 “공익”에 기여해야하고 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기독교가 사람들의 “번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책임 그리고
개인과 더불어 공동체의 중요성과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음 전파도 타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에 기인해야하며 이웃이 직
면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
다. 특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부여하신 삶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
나 각 개인이 지음 받은 목적대로 살지 못함으로 불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56)

3. ‘언약’(covenant)
소명과 선교적 교회가 수용되고 실천되기 위한 관계윤리는 언약적이다. 이러한
관계윤리는 이해(利害)에 의해 맺어지고 ‘효과’와 ‘편리’를 좇아 ‘상호동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과 다르다.57) 계약(contract)은 “보다 개인적”이고 “자기 이익에
충실한 고립된 인간”에 의해 “형성, 유지, 발전”되기에58) 계약 위주의 삶과 사회는
“고립과 형식적인 관계”를 양산할 수 있다.59) 반면 언약은 “요구”와 “권리” 보다 “기
여”와 “책임”을 앞세우며 계약상 “명시된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도덕률과
사랑에 따라 선택”하기에 율법적인 경직성이나 제한됨 없이 형식적 한계를 넘어선
다.60)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계약적 자유에 반해 언약관계는 “해
야만 하는 것”에 주목하고 이행하는 “책임적 자유”를 주문한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는
“다른 도덕적 가치들”(정의, 진리, 사랑)에 의해 “질서 지워지고 제한되는 자유”이다.61)
언약의 틀에서 인간은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는 이웃
55) Volf, 앞의 책, 142.
56) Volf, 앞의 책, 151. 물론 교회의 이러한 섬김의 모형에는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교회가
지나치게 자신을 세상을 위한 섬김이로 이해함에 따라 복음전파와 영적인 삶이 사회봉
사나 정치적 행동에 부차적이 될 위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Daniel L.
Migliore, 430-432.
57) 신기형,『기독교윤리개론』(서울: 서울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170.
58) 신기형,『기업윤리: 언약적 해석과 계약적 해석을 중심으로』(서울: 한들, 1998), 20.
59) 신기형,『기독교윤리개론』, 170.
60) 이상훈, 「초고령화시대 사회적 행복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기독교사회윤리
제32집(2015): 328.
61) 신기형,『기독교윤리개론』, 156; 신기형,『기업윤리』, 19-2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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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도덕적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62) 그러므로 계약은 언약으로 “승화”되어야
하며63) 언약으로의 승화될 때 타자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행복에 대한 기여와 책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언약은 따라서 “공동의 선에 기여하는 종류의 목적”에 복무하도록 의도된 관계윤
리의 원칙으로 적절하게 풀이될 수 있다.64) 독립된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는 계약의
틀을 넘어 ‘관계’의 시각에서 인간과 삶을 이해하고 형성하는 언약은 “서로에게 우리
자신들을 상호 위탁하는 관계 맺음”을 요구하고 지향한다.65) 이러한 관계 원칙을 첨예
화시킨 “책임적인 상호성”은 서로 간에 이타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상
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취약해지기”를 마다않음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관
계윤리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윤리의 실천은 자신의 권리보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66) “자기 충족”이나 “자아중심”을 지향하는 대신 전체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촉진하며 그 중요성을 상기시킨다.67)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 실천은 타자에게 계약대로 “등가물”을 요구하는 교환관계 대신 언약적 상호
배려와 책임과 수용을 근거로 한다.68)
그런데 이러한 언약적 관계윤리가 실천되는 전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
리가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시각에 기초한다. 이러한 윤리적 목표
는 이웃을 위해서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들이 “잘 되고” “행복한 삶”
을 위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69)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유효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언약적 사랑”의 실천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
근거는 “창조된 ‘타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창조 언약에 따라 전체 인간을 “포
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70) 이러한 “포괄적인 언약적 사랑”은 모든 이들을 향
62) 신기형,『기업윤리』, 20.
63) 신기형,『기독교윤리개론』, 170.
64) Max L. Stackhouse, "Introduction: Foundations and Purpose," in On Moral Business: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sources for Ethics in Economic Life, ed. Max L.
Stackhouse et al. (Grand Rapids: Eerdmans, 1995), 31.
65) 이상훈, 「기독교적 언약(言約)과 유교적 향약(鄕約)의 비교」, 『기독교사회윤리』제18집
(2009): 295; Joseph L. Allen, Love and Conflict: A Covenantal Model of Christian
Ethics(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5), 32-39.
66) Paul Lehmann,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34-37.
67) 이상훈,「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221-222.
68) 이상훈, 위의 글, 222; 이상훈, 「기독교적 언약(言約)과 유교적 향약(鄕約)의 비교」,
『기독교사회윤리』제18집(2009): 289-316.
69)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광장에 선 기독교』(서울: IVP, 2014), 109.
70) Richard Osmer, The Teaching Ministriy of Congregations, 장신근 역,『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18; Max L. Stackhouse, 이상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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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등한 배려의 윤리”를 실천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와 다름없는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다는 인식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관계윤리의 기저에는 “공감
하는 도덕능력”을 내포하는 “긍휼”의 마음이 놓여 있다. 긍휼은 공감의 능력을 포함하
기에 타자의 “필요”를 발견하게 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과 연대하
도록 이끈다. 이러한 공감의 실천에 따른 언약적 삶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의 필요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도록 이끈다.71)
모든 피조물을 관심과 배려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언약 이해
는 교회가 지역 사회와의 공통의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와 가
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타자의 번성(flourishing)과 우리의 번성은
이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번성을 위한 노력이 우리의 번성을 가져온다고 말한
다.72)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잘살 수 있는 것도 약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바람
직한 삶”을 위해 긍휼과 도움을 베풂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73)

4. ‘공유가치창출’(CSV)
위의 논의나 기획을 사회적 사역(social ministry)으로 실현하는 신학윤리적 노력
은 최근에 자본주의 5.0으로 제시되는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에
서 접점과 적용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가치창출(CSV)’이란
무엇이며 왜 공유가치창출인가? 기업은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통해 법과 윤리를 지키고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
여하였다. CSR은 그러나 가치의 새로운 창출보다 “준수”에 가까워 “해결책”은 아니기
에74) 문제를 근원적으로 타개하는 대신 경제적 계층 간 차이를 ‘제한된 정도’로 좁히
는 효과만이 나타난다고 지적된다.75) 반면 CSV는 기업이 획득한 이익을 재분배를 통
해 사회에 환원하는 CSR과 달리 사회이익과 기업성과를 연결시키고 “비즈니스를 통
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제품, 운영방식, 경제적 효익을 함께 만
들어 가는 개념”이다.76)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기업 이해에 매몰되어 경제적 문제에만
집착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엄청난 규모로 열려 있는” 공동체의 필요를 “기회”로 인식
『세계화와 은총』(서울: 선학사, 2013), 253-254.
71) Osmer, 위의 책, 521.
72) Miroslav Volf, 109.
73) 같은 책.
74) Michael Porter et al., How To Be Different, DBR(동아비즈니스리뷰) 엮음,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서울: 동아일보사, 2015), 20.
75) 박홍수 외, 『공유가치창출(CSV)전략』(서울: 박영사, 2014), 8.
76) Porter et al., 위의 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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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경제적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77)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수익
추구를 양립시키는 이러한 기업정책 및 경영활동으로 “기업의 성과”와 “사회(구성원)
의 이익”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기에 “궁극적인 사회발전과 진정한 경제적 효율성
추구의 원동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78) 이 같은 CSV의 실천노력을 통해 기업과 사회
는 더불어 성장하는 방법을 찾음으로 상호 의존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되어 갈
수 있다.79)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CSV의 특징을 고려하고 교회가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
하고 기여해야 한다면80) 기업 등 타 사회 조직 및 기관들과 달리 교회가 CSV의 원칙
을 실천하고 적용하는데 예외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가 (지역)사회
의 다양한 니즈와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노력을 CSV의 실행을 통해 (지역)
사회에 교회의 참여와 역할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81) 이런 점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시도하는 CSV는 이웃 사랑의 노력으로 후자의 ‘번
성’(flourishing)에82) 복무하는 책임을 지닌 교회의 기능 상 적절한 사역 목표와 기회
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고령화문제는 사회의 이슈이면서 동시에(혹은 더
욱)교회의 과제로 교회와 사회가 함께 당면한 도전이기에 양자의 니즈를 불러일으키
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와의 공통된 문제로서 고령화의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에(만) 가능한 적절한 시도와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교회의 교회됨
의 기대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83)

VI. 결론: 위기와 기회로서의 고령화
77) Porter et al., 위의 책, 21-22.
78) 나종연 외, “공유가치창출(CSV) 시대의 소비자 연구 제안”, 『소비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2014년 6월): 142; 나눔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에 관해서는 산업정
책연구원,「공유가치창출(가칭) 중점추진방안 연구」, 2011. 11: 160-162를 보라.
79) 박흥수 외, 위의 책, 75; 유창조, ‘기업 공유가치창출은 시대적 소명… 이윤 창출 넘어 사
회가치 창출로’, 조선일보, 2014.11.27
80) 최소한 교회의 사명 중 디아코니아(봉사)가 사회의 문제와 공동체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교회가 관심을 보이는 근거가 된다.
81) 이와 관련된 종교사회학적 연구의 한 예에 관해서는 도널드 E. 밀러, 이원규 역,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 새천년의 교회 패러다임』(서울: KMC, 2008)을 참고하라.
저자에 따르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사회사역(social ministries) 프
로그램을 펼치며 사회복지는 국가가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라고 이해하는 점이다.
82) Miroslav Volf,『광장에 선 기독교』, 제4장 “인간의 번영”을 보라.
83) 가령 예수소망교회는 고령화사회가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와 ‘제2인생’의 목회적 적용을 ‘예수소망 인생대학’을 통해 실시하
고 있다. 뒤의 프로그램의 예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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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제는 고령화를 위기로 볼 것인가 기회로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신학윤리적
분석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생애주기이해’와 ‘제2인생’ 관점에서의 접근이 신
학윤리적으로 어떻게 근거지울 수 있을지를 고찰하였다. 발제자의 견해로 이 인구통계
학적 변화는 교회와 신학의 기본 목적과 역할인 ‘교회의 교회됨’과 ‘교리’의 회복 및
‘실천’ 속에 대처를 위한 실마리가 주어진다. 살펴본 대로 신학윤리적 개념들에 관한
간략한 논의는 이들이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이해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와 ‘제2인생’와 친화력을 지녀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요청하고
있다. 고령화는 우선 사회의 고령화를 앞서는 교회의 문제이기에 교인들을 위한 섬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것은 사회와 지역 공동체 전체를 돕는 시스템
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시대적 과제를 위해 끊임없이 세움
을 입는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직면하는 사명은 고령화시대의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대안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하는 위기는 교회의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을 위한 대외적 사명의 확장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 신학적으로 고령화가 위기로 나타나는
이유는 대처를 위한 준비와 시도가 없는 데에 있으며 외려 이 전대미문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지역)사회의 위기로 남아있는 한 목회사역과 신학적 논의의 주제이기에 더욱
‘기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소망 인생대학> 프로그램
2015 봄 학기
예수소망 인생대학
모든 세대를 위한 제2인생대학이 ‘하나님이 쓰시는 제2인생 드라마’란 주제로 봄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에서 발견되는 메시지를 통해 기독교 가치관에
터 한 제2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날짜
3.4
3.11
3.18

주제
‘교리는 드라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삼위일체

수업내용
제2인생 메이커스
질문하는 인간(Homo interrogatorius)
우리의 삶이 춤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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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4.1
4.8
4.15
4.22
4.29
5.6
5.13
5.20
5.27
6.3

창조의 영(靈 )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의 형상
참신(神)과 참사람
중생(重生)과 성화(聖化)
필드 트립(Field Trip)
교회, 거룩한 공동체
칼빈주의
그리스도냐, 문화냐
계약 vs. 언약
종강

에스겔골짜기에서 판교밸리까지
아직 연주되지 않은 음악
제2인생, 경계인으로 살기
착한 사마리아인 분당에 오다!
끝까지 희망을 말하는 이들
라스베가스의 슬픔과 희망
문화변혁자로서의 제2인생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코이노니아

2016년 봄 학기
예수소망 인생대학
새로운 계절! 모두가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성경 인물들의 굴곡진 삶의 이야
기 속에 우리가 불러야할 새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 다른 이름’이란 주제
로 예수소망 인생대학이 문을 엽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삶’을 계획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 그런 삶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짜
3.2
3.9
3.16
3.23
3.30
4.6
4.13
4.20
4.27
5.4
5.11
5.18
5.25
6.1

인 물
사라
모세
룻
한나 그리고...
엘리야
므비보셋
욥
다니엘
아리마대 요셉
베드로
바울
종강

주 제
퍼스트 무버로 살다
킬러 콘텐츠 만들기
악수(惡手)의 미학
특별새벽기도회
불정로 128의 영성
내가 완벽주의자?
기억과 망각의 줄다리기
우울증에 빠진 경건한 사람
목수에게 좋은 책상 만들기란?
지상에서 영원으로
제2인생 워크숍
네 열정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상을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
Starting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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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 학기
예수소망 인생대학
‘내 삶의 색깔 내기’란 주제로 예수소망 인생대학이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성
숙의 계절, 나다운 인생의 색깔을 찾고자 영감 깃든 고전 읽기로 혜안을 얻으려 합니
다. ‘또 다른 삶’을 계획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 그런 삶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
니다.
날짜
주 제
수업내용
9.7
약속의 민낯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I
9.21 장미는 이유 없이 존재한다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II
9.28 사랑하라, 그리고원하는것을하라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
10.5
호모 비아토르
루터 『크리스천의 자유』 등
10.12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키에르케고르 『공포와 전율』 등
10.19
일그러진 영웅
파스칼 『팡세』
10.26
제2인생 워크숍
11.2
품격 있는 삶
베버『프로테스탄티즘의윤리와자본주의정신』
11.9
Solo Dios Basta
성 테레사 『기도의 삶』
11.16
특별 새벽기도회
11.23
사랑은 늘 이기는가?
R.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11.30
유교 인문주의와 그 적들
『논어』 vs. 『삼국지』 & 『수호전』
12.7
대붕(大鵬), 남쪽으로 날다
장자 『장자』
12.14
종강
기다림이 즐거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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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학적 조언 1
이상화 교수의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에 대한 논찬
권 명 수 박사

(한신대학교 / 목회상담학)
고령화에 대한 연령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인구학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노령인구) 구성비에 따라 3단계로 나눈다. 곧, 노인 인구 분포에 따라
고령화 사회(7% 이상), 고령 사회(14% 이상), 초고령 사회(20% 이상)의 3단계로 나눈
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라 2000년에 고령화 사회(7% 이상)
에 진입했고, 오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하며,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 소요시간이 18년에 불과하나, 프랑스는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보다 빨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내년부터
‘인구 지진’(Age-Quake)이라는 격변기에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65세 이
상)가 아동 인구(14세 미만)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게 되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6.0918) 이런 시점에서 실천신학회에서 고령화 사회를 주제로 “100세 시대의 목회”
로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이상훈 박사는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압축적 고령화 현상 속에서, 한국의 노인들은 가족의 구조적 변화, 개
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 세대간의 차이 심화,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
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교회와 신학에 있어 결코 위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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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곧, 새로운 생애 주기 이론을 언급하면서 ‘생산적
인 노화’와 ‘제2인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현상을
사회 위기라고 보기 전에 교회 위기로 받아들이고, 이를 신학윤리적 개념으로 분석하
면서 그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회와 신학이 책임적 응답을 하기 위해
서는 소명, 선교적 교회, 언약, 공유가치창출란 표제어를 다루면서 일과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의 재정립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사례로서 예수소망
대학를 제시하며 마무리하였다.
논찬자는 비판적인 글보다 보완과 조언의 글이 되도록 해달라는 주최측의 주문을
의식하면서 글을 전개할 것이다. 발표자는 이 글의 부제를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라
고 했다. 그래서 논찬자는 기존의 생애 주기 이론에서 생명의 기대 수명이 길어져 노
년기를 세분화하는 새로운 이해나 근거를 제시하는 글을 기대했었다. 4가지 일반적인
생애 이론에서 ‘제2인생’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생애 주기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바라기는 기존의 생애 주기 이론의 확장으로서 그 확장된 내용에
대한 좀더 논의를 해주었다라면 논찬자와 같은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더
되지 않았을까 한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생애 주기 이론의 주기에다 ‘제2인생’ ‘인생2
모작’ ‘창조적 삶’ ‘제3기인생’과 같은 새로운 생애 주기의 이유와 근거를 나름대로 다
루었지만, 조금더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발표자의 전공이 윤리이면서도 상당히 폭넓게 심도있게 잘 다루었다. 그
는 신학 윤리적 입장에서 노령화 연령자들이 은퇴와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4가지 주요 윤리적 측면들을 다루었다.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100세 인생의 개인에 대한 존재론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에를 들면, 논문에서 다룬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
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오
는 ‘파워’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없는지를 함께 논의해보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천착을 통한 신학 윤리적 작업이 힘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이다.
저자는 자신의 윤리적 탐색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인구의 구체적 현장을 소개하
고 있다. 곧, 예수 소망 대학의 3학기의 수업 일정을 제시하며, 실천 지향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참신한 예라고 본다. 그런데, 주제와 일정이 나와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수
업 일정의 배경을 제시해주었으면 좋겠다. 곧, 수업 목적, 목적 성취 결과의 평가, 교
육 평가가 다음 학기 강의에 반영된 결과 등이 있었더라면, 이런 영역에 관심하는 많
은 이들에게 좀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도 토의에서 고려해주길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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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적 조언 2
이상화 교수의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에 대한 논찬
한 상 진 박사
(총신대학교)

이상훈 박사는 지난 세기 동안 많은 혁명이 있었지만 “장수 혁명”만큼 중요한 것
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도 이런 ‘100세 고령화 사회’가 우리
사회, 종교, 경제, 가족 관계에 있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급속도로 변천하는 한국에서도 급속도로 변
천하여 “장수 혁명”이 불확실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우리 사회와 교회가 이
러한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을 불안과 소외, 질병, 고독감 같은 여러 불안 요소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삶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상훈 박사는 이러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령화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하는 테마로 선정하여 새로운 생애 주기를 위해서 삶의 재인생에 대한 교
육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고령화 시대에 사회 경제적인 현실
둘째, 새로운 생애 주기의 이해로서 삶의 제 2인생
셋째 삶의 재인생에 대한 교육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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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포스트 모던 사회는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실 속에서 중도 퇴직 및 조기 퇴직으로 노년기
에 접어든 고령화 세대가 경제적 현실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슈에 대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III장에서 사회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고령화에 대해 재해석하는 삶에 대해 새로
운 생애주기는 과거 발달 단계에 따른 성장기, 성숙기, 노쇠기, 사망이라는 네 단계가
아닌 100세 시대에 맞추어 교육, 일, 여과라는 제 2의 생애 주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과 순환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IV장에서 새로운 생애주기 현상을 루터의 직업관과 함께 교회가 신학과 윤리적으
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기독교인은 소명과 함께, 언약 신학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끝으로 이상훈 박사는 고령화 사회가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과거 삶의 패
러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이
웃에게서 언약적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시대의 고령화가 위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
신 축복으로 인식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과제를 위한 교회 사명은
고령화 시대의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대안 공동체가 되는 것에 있다.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교회에
게 복음전파와 이웃 사랑을 위한 대외적 사명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
다. 따라서 교회는 제 2인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애 주기를 인식하도록
돕고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 교인들을 위한 섬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지역사회로
사명김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야만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교회 교육적이고 윤리적인
한계성과 가능성을 논증하기 위한 이상훈 박사의 고뇌는 고령화로 인해 갈등하는 현
대인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논문의 테마를 가지고 새롭게 실천 신학의 이해지평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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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면. 첫 번째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 속에서
중도 퇴직 조기 퇴직 등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년층에 대한 교회가 실천해야 하
는 과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제 2 인생이라는 삶의 발달 단계에서 성장기, 성숙기, 노쇠기, 사망(해체
기)의 4단계를 100세 시대는 어떻게 삶의 발달 단계를 노인 연령과 함께 교회 교육적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제시되었으면 아쉬움?
세 번째, 제 2인생의 삶을 창조, 타락, 구속과 더불어 성화라는 교육적 의미를 선
교적 교회와 일반적인 교회가 해야 할 생애 주기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인 접근 방법
에 대해 차이점은 무엇인지?
네 번째 고령화 시대는 이 세상을 사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함
께 공유하며 고민해야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과제는 노인 교육이
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인간 삶의 가치와 의미성을 교회가 논의해야 함을 등한시한
것은 옥에 티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끝으로 예수 소망 인생대학의 프로그램은 교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완하여 함께
논의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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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에 직면한 교회와 예배:
미니멀리즘, 성찰, 죽음”
안 선 희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학)

I. 들어가는 말
2000년 이래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총인구의 14%가 65
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교회도 교인구성의 변화,
곧 고령화를 겪고 있다. 물론 교회의 고령화는 사회의 고령화 때문만이 아니다. 이미
오늘의 교회에서 65세 이상의 구성원이 전체 교인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이
를 방증한다. 교회가 고령화된 결정적 원인은 사회의 고령화에 있지 않다. 교회에 청
장년층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 청장년층이 유입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사회가
소진사회(burn-out society)1)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소진사회란 일이든 공부든, 노는
1) 소진사회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위기사회, 피로사회, 등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지
적하고 분석하고 규정하는 개념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2012년 11월에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13』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 책은 우리사회를 소진사회라고 규정
한다. 청년들도 학생들도 기업도 지금 모든 것을 하얗게 불사르는 것이 기본이 된 사
회라는 것이다. 무엇이든 과잉의 상태인 소진사회에서 사람들은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
하기 위해 긴장감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태워버린다. 열정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학대하는 것이다. 이런 소진사회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상태, 즉 탈진상태를 반긴다. 출구 없는 경제사정 아래에서 즉흥적이
고 현재지향적인 태도가 만연하고 끝장을 봐야만 만족하고 방전상태에 길들여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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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든, 끝을 볼 때까지 자신을 탈진시킬 만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완전한 방전이 일
상이 되어가는 사회를 가리킨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에너지 드링크,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언어습관, 놀이문화 등을 관통하는 공통의 요소는 자학적
인 경제에 이를 만큼 소모적인 것이다.
언어도, 능력도, 상황도, 방황도 뭐든지 극대화시킨 나머지 더 이상 움직일 기력
이 남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신이 탈진한(burn out) 상태라고
부른다. 원래 burn out은 고온에서 가열체가 연소해버리는 상태를 이르는 공학 용어인
데, 요즈음은 어지간한 휴식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심신의 탈진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된다. 이런 현상은 고도의 성과주의 사회, 경쟁 지향적 사회에서는 탈진할
만큼 노력해야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느덧 우리사회는 탈진을 반기는 사회,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며 버텨야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2)
이런 소진사회에서 사람들은 소진증후군, 즉 육체와 감정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
태를 경험한다. 어떤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 붓다가도 어느 순간 극도의 회의감과
피로감을 느껴 견디기 힘든 심리상태를 겪는 것이다. 소진사회로서의 우리사회의 경우
실제 은퇴연령은 남자 70.3세, 여자 69.8세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은퇴연령인 남자
63.9세, 여자 62.4세에 비해 6살가량 높은 편이다. 기력이 다할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하
는 사회이다.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회원국 중 1위다. 여가시
간은 이에 반비례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31개
국 중 23위를 기록해서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비효율성이 가져오는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신을 닦달해서 소진증후군에 걸릴 때까지 일에 매진하는 것이 성공
의 공식처럼 통용되고 있다.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를 자기착취라고 규정한다. 끊임없
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급
기야 놀 때마저도 미친 듯이 놀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다.3) 그러나 이러한 소진,
방전, 탈진 후 재충전의 악순환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이다.4)
발제문의 서두에 소진사회에 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소진사회
가 한창 일해서 돈을 벌어야하는 청장년층의 교회유입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쁘게 일할 뿐 아니라 여가 또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즐기기 때
문에 오늘의 청장년층은 교회와 예배에 참석할 여유가 없다.
것이다.
2)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13』 서울: 미래의 창, 2012, 350.
3) 위의 책, 361.
4) 위의 책,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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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 유입될 때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의 청장년층은 교회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독교신앙을 대체할 만한 기능적 대체물
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회에 청장년층이 유입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이다.
오늘의 우리사회 안에는 기독교신앙을 기능적으로 대체할 만한 것들이 즐비하다.
이런 기능적 대체물에는 심리치료, 상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문학치료, 아로마테
라피, 운동치료 등이 있다. 이것들은 심신의 안정과 일상의 평정심을 제공함으로써 신
앙적 동기가 약하거나 기독교전통에 확고히 서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기독
교신앙이 담당해왔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교회에 청장년층이 유입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한국교회의 신앙담론이 지나치
게 교리 중심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기독교교리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성을 노정하기 쉽다. 기독교교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것은 당시의 사회종교적
상황을 반영한다. 하지만 한 번 만들어진 기독교교리는 신성성과 결부되기 때문에 수
정이나 변경의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기독교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상황부합
성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회의 신앙담론은 전통적 교리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
다. 교리와 신구약성서, 사회종교적 콘텍스트와 교회적 현실을 두루 참고해서 형성되
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교회의 신앙담론은 이 가운데 교리에만 지나치게 의존
하고 있다. 신구약성서의 본문들도 교리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
해 오늘의 기독교가 내놓고 있는 신앙담론은 교회에서 청장년층을 밀어내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발제자는 한국교회의 고령화가 결정적으로 교회에 청장년층이 유입되지 않기 때
문이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교회에 청장년층이 유인되지 않는 이유에는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발제자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초래된 교회의 고령화를 저지하거나
늦추거나 극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교회의 고령화를 새로운 정상
(new normal)의 상태로 파악하면서 고령집단을 위한 한국교회의 예배가 추구해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발제문은 교회의 고령화현상을 교회에 주어진 하나의 기회로 간주
한다. 교회의 고령화 현상 안에는 교인들이 노동의 구속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판단한다. 이 현상 안에는
권력과 재력, 명예를 기준으로 인생의 성공을 재단하는 관점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
는 새로운 신앙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열린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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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고령화를 기회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목회패러다임, 이벤트
중심의 목회패러다임, 맥시멀리즘의 목회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입
장은 최근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미래학자 최윤식이 한국교
회의 신앙적 과제로 제시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견해와 그 맥이 닿아있다.5)
발제자의 소견으로는 지금이 바로 단순 소박한 기독교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II. 고령화시대 예배의 방향성
1. 예배의 형태: 미니멀리즘
현재 한국교회의 예배는 맥시멀리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맥시멀리즘은 원색적
인 화려한 색상, 과감하고 과장된 장식과 풍성한 부피감, 과장된 조형수단으로 표현하
는 문화예술적 경향을 일컫는 용어이다. 수학 기호로 표현하자면 더하기를 이상적인
가치로 여기는 경향성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거의 모든 예배는 맥시멀리즘적 경향이 강하다. 예배에
진귀한 요소들과 볼거리들로 가득 차 있다. 예배음악은 오르간이나 피아노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전자악기에 이르기까지 최대한으로 구성되어있고, 찬양대도 많은 대원들
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음악적 요소도 다양해야 하고, 찬양대원도 많아야 한다. 멀티미
디어의 사용도 더해져야 한다. 스크린의 사용도 보편화되어 있다. 교회의 절기를 상징
하는 배너와 강대상보도 너무 화려하다. 예배에 사용되는 문화예술의 장르도 영화, 미
술작품, 음악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이런 맥시멀리즘적 경향에는 많고, 화려하고, 꽉 찬 느낌이 적고, 소박하고, 텅 빈
느낌 보다 좋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의 배후에는 소유에 대한 욕망
이 도사리고 있다. 맥시멀리즘적 예배, 곧 더하기의 예배는 소진사회에 걸맞게 더 큰
자극으로 소위 ‘센’ 예배를 드려야만 만족감이 있고, 은혜와 감동을 진하게 느낄 수 있
다는 문화전략적 예배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맥시멀리즘적 예배가 ‘센’ 자극의 중독성6) 때문에 자극의 세기를 점점 증
가시켜가야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자극의 세기를 증가시켜가는 과정에서 많은 재화
가 요구된다는 데 있다. 하지만 고령화된 교회는 재정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지닌
다. 따라서 고령화된 교회에서 맥시멀리즘적 예배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더욱이 예배
가 예배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주조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맥시멀리즘적
5)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75.
6) 김난도 외, 앞의 책,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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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는 교회가 고령화되건 되지 않건 간에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
하면 맥시멀리즘적 예배는 기독교복음의 가치지향적 성향과 반대되는 소비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발제자는 미니멀리즘적 예배를 대안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미니멀리즘은 맥시멀리즘과 반대되는 용어이다. 미니멀리즘은 사물의 본질을 가
장 단순하고 작은 스케일로 표현한다는 뜻의 용어로 미술 분야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
었다. 그래서 미니멀아트라는 새로운 미술 분야의 장르가 개척되기도 했다. 미니멀아
트는 1960년대 중반부터 조각, 회화 등 미술 형태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기학학적
이고 엄격하고 추상적인 모습을 일컫는 명칭이 되었다. 점차 미니멀아트는 제작방법,
모습, 재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나의 시대양식 이상을 의미하게 되었다. 때
로 미니멀아트는 문화적 절제운동의 일환으로 낭만적인 풍요로움과 자기도취에 대한
반항으로 비춰지기도 하며 1960년대의 반문화(反文化)운동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기
도 했다.7)
미술 분야 외에 무용, 음악, 디자인 방면에서도 미니멀,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즘
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그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그것은 ‘명상적
이며, 큰 도약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에 의존하지 않는 어떠한 표현의 특징’을 뜻한다.
무용가 라이츠(D. Reitz)의 경우 음악에 의존하지 않지만 음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역설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작곡가 펠드먼(M. Feldman)의 경우, 서로 무관한 음향들
을 반복하여 독창적 음색을 표현하는데 ‘단순성, 엄격성, 명상성’을 추구하며 전형적인
미니멀리스트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8) 패션 디자인의 경우 화려함 이상의 퀄리
티를 강조하는 멋진 실루엣과 고품격 천연섬유소재로 인해 ‘화려하지 않은 색상과 액
세서리가 없는 수수하면서도 품위 있는 것’을 미니멀하다고 평가한다. 디자이너 질 샌
더(J. Sander)는 절제된 컬렉션을 추구하고 소재의 퀄리티에 주의를 기울이며 단순함
을 표방하기에 미니멀리즘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9) 심지어 와인을 서술하는 문장에
도 좋은 포도주를 위해 최소한의 물과 영양분만으로 재배한다는 의미로 미니멀리스트
접근방식을 와이너리에 적용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10) 여기서 미니멀리즘은 ‘자연스
러운’ 혹은 ‘인위적인 것이 배제된’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문학에서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어휘, 문장구조, 수사학 등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작중인물, 플롯 행위 등에 있어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과
감하게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얻고자 시도한다.11) 언어사용을 최대한
7) 데이비드 베츨러/ 정무정 옮김, 『미니멀리즘』, 파주: 열화당, 2003, 8.
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2896&cid=40942&categoryId=34380
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94029&cid=40942&categoryId=32078
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1326&cid=40942&categoryId=33463
11) [네이버 지식백과] 미니멀리즘 [Minimalism]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국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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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보다 침묵을 지향한다.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짧고 친근한 단어, 생략 구문, 파편적 문장, 단문, 단순하고 소박한 비유를 사용한다.
이렇듯 문학에서 미니멀리즘이란 ‘침묵, 생략, 단문, 단순소박’을 의미한다.
미니멀리즘은 건축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적을수록 많다(less is more)’라는 말을
사용한 독일의 건축가 루드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 L. Mies van der Rohe)가 추구하
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는 장식이나 요소가 추가되는 것보다 간결함이나 단순함을 추
구하는 것이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순수한 형태
를 추구하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엄격히 배제하도록 했다. 최선의 설계는 내면적
존재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는 간명성으로 보면서 귀중한 재료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향했다.12) 여기에서 미니멀리즘은 ‘간결함, 단순함, 장식의 배제’를 의미하고 ‘순수한
형태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미술, 무용, 음악, 디자인, 건축 등에서 추구되는 미니멀리즘은 사물의 근
본만을 표현했을 때 본질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에 입각해서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
는 예술적 경향을 말한다. 각 분야에서 추구되는 미니멀리즘의 공통점은 단순함의 미
학, 내면성의 표현, 본질에의 충실함, 절제미, 소재의 진정성 등이다.
그렇다면 예배가 미니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배가 부수적인 것들을 덜어
내고,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예배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만남을 뜻한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상태를 가리킨다. 미니멀리즘적 예배가 장식과 기교를 가능한 한 절제하
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미니멀리즘적 예배를 구술언어로 이루어진 말씀의 선포만으로 구성된 예
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상징과 비 구술언어의 사용을 무조건 제한해서도 안 된다.
종교개혁 전통에 충실한 성례전이 축소된 예배로 돌아가기만 해서도 안 된다. 미니멀
리즘적 예배를 주창하는 발제자의 의도는 말씀의 충실한 선포와 정성스런 성례전의
거행과 상징과 비 구술언어와 상징행동의 사용도 미니멀하게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내 어느 곳을 가도 눈을 감지 않으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스크린과 영상
매체는 교회 예배공간 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초대형 중앙 스크린이나 좌우 벽면에
걸린 스크린은 예배자들을 난감하게 만든다. 스크린이 걸려있는 교회당 안에 있는 예
배자들은 자신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의미보다는 편리함에 자리를 내어준 교회당의 예배공간과 화려한 데코레이션, 밤
길을 밝히는 교회의 현란한 네온사인 예배광고, 길게 늘어지는 설교에서의 과도한 예
화와 농담, 예배집례 과정에서의 아멘과 할렐루야의 빈번한 유도, 지나치게 큰 소리의
음악과 찬송과 설교.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풍경이지만 찬찬히 곱씹어보면 정신없이 산
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11770&cid=51298&categoryId=5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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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예배자들이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는 데 방해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이다. 따라서 예배구성자는 예배
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려는 기교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기교가 구사
되는 예배에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다. 고령화에 직면한 교회가 마
침 재정약화라는 상황적 이유 때문에라도 예배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면 이제는 미
니멀리즘 예배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크린과 매체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는 예배, 악기와 전자기기의 사용을 절제하
는 예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의미를 공유하는 예배, 효과와 효율성을 최고의 원칙
으로 여기기보다는 예배의 합목적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예배, 화려하고 풍성한 장
식보다는 소박하고 검소한 장식으로 공간을 꾸미는 예배, 조용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간단명료한 설교와 설교 후의 묵상이 있는 예배, 진지함과 침묵이 있는 예배, 조용하
기에 더욱 경청하고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구술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추구를 표현할 수 있는 예배, 일상과의 단절을 경험
함으로써 오히려 일상을 회복하게 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적 예배이다. 다
시 말해서 소비지향주의, 과도한 매체사용, 화려한 장식, 시끄러움, 효율성, 중언부언
등을 거두어내는 예배가 미니멀리즘적 예배인 것이다.
교회는 눈앞에 다가온 고령화와 더불어 위축된 재정상황을 염려하지 않는가? 미
니멀리즘적 예배로의 전환은 재정적으로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미니멀
리즘적 예배는 단순소박함의 영성을 매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소박한 영성은 예배
자들을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가식이 없는 관계로 인도한다. 이런 영성은 그들로 하여
금 불필요한 요소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명징하게 대면하도록 해주는 것
이다.
미니멀리즘적 예배는 예배자들의 일상생활에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예배를 자주 드리는 예배자들은 외적으로 소박하고 내적으로 풍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단순 소박한 삶은 은퇴와 더불어 경제적, 관계적 상실에
봉착하게 되는 대부분의 고령의 예배자들이 지향해야할 삶의 형태이다. 교회는 고령의
예배자들로 하여금 일상의 영역에서 과도한 것을 없애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도
록, 소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13) 고령화
시대의 신앙인은 “바닥까지 다 쓰고 닳을 때까지 입고 있는 것으로 견디거나 없어도
견디라”는 뉴잉글랜드 청교도에서 유래한 격언을 실행해야 한다.14) 이런 신앙인의 라
13) 조슈아 필즈 밀번, 라이언 니커디머스/신소영 옮김, 『미니멀리스트』 서울: 이상미디
어 2015, 20
14) 두에인 엘진, 유자화 옮김, 『단순한 삶』, 서울: 필로소픽, 201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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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스타일 형성에 미니멀리즘적 예배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배는 신앙인의 존재방
식을 체화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2. 예배의 방법: 성찰
긴 수명과 장기불황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오늘날 존경받는
어른으로 지혜로운 노인으로 품위 있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존엄을 지키는 노후의
삶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은 상상하기 어렵듯이
고령의 신앙인들이 노년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노년생활은 쓸쓸하
고 후회스러울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고령의 신앙인들이 경제적 노후를 준비하느
라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데 있다.
이 때 교회는 이미 노년의 삶에 맞닥뜨린 신앙인들의 신앙여정과 삶의 성숙을 도와야
한다.
심리 사회적으로 생애발달을 여덟 단계로 구분한 에릭슨(E. Erickson)은 제8단계
인 노년기를 자아통합 대 절망의 시기로 규정한다. 이 단계에도 역시 내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평가를 하면서 갈등이 드
러난다. 자신의 삶의 다양한 후회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
정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때 모든 갈등이 조화롭게 통일되며 자아가 통
합되어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15) 따라서 고령의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생애를 돌
이켜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기생애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자기모습을 수용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성찰
의 영역이다. 성찰이란 내면에 대한 관심과 내향적 시선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면에
관심을 갖고 내향적 시선을 돌리는 나 자신을 객체로 전환시켜서 시선의 대상으로 삼
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16) 조지 허버트 미드(J. H. Mead)에 기대어 말하자면 나(I)는
나(me)를 객체로 전환시켜 주체적 자아가 대상화된 자아를 다시 반성적으로 바라본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시선, 실천, 행위의 양식이 바로 성
찰성의 기본적 체험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찰적 신앙인은 단순하게 내면에 관심을 갖는 신앙인만을 가리키
지 않는다. 신앙인이 자신의 시선을 내면을 향해 돌린다고 해서, 내면을 탐색하는 집
요함과 세심함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적 성찰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적 성찰성은 신앙인이 자아를 대상화함으로써 자아를 마치 타자처럼 객관
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5) 백은미, 『여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222.
16)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동네, 2013,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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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 과정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눈에 비친 대상으로서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판단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성찰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철저히 상대화함으로써 종말론적 심판 앞에 놓이게 하는 엄정함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엄정함이 고령의 신앙인은 물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수용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다.
사실 성찰적 예배에서 제공되는 성찰성은 예배에서의 각성을 의미한다. 신앙전통
에 익숙한 신앙인은 예배에 능숙한 달인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깨어있게 만들어야
한다.17) 지나친 익숙함은 매너리즘으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찰적 예배는 상투
성과 진부함을 극복하는 예배이다. 성찰적 예배는 예배자에게 내적 새로움을 제공하면
서 지금의 예배를 이전의 예배와 다른 낯설고 신선한 예배로 변화시킨다.

3. 예배의 주제: 죽음
에릭슨의 제8단계, 즉 노년기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점검해야
하는 시기다. 신체적 쇠퇴와 죽음에 긍정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따라서
고령의 신앙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죽음이 주제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종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제도라고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죽음을 주제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죽음에 대한
함구는 죽음이 한국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하
지만 이런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교회는 죽음을 주제화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고령의 신앙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들을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사회학자 루만(N. Luhmann)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는 종교체계만이 내재성/초월
성이라는 내부적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코드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문제들
이 존재한다. 종교체계만이 그 사회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한 물음들을 내포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전체로서의 의미’ 그리고 ‘의미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이
다. 심화되는 사회의 분절화와 기능적 분화로 인해 ‘전체로서의 의미’와 ‘의미의 의미’
를 묻는 종교적 질문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8) 사회적 차원
에서 파편화된 개인들과 그들의 인격적 개별성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종교적
소통체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을 기능적으로 파편화된 존재가 아닌 총체적 개
체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과제가 한국교회의 예배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배
17) 네이선 미첼/ 안선희 옮김, 『예배, 신비를 만나다』, 서울: 바이북스, 2014, 93.
18) 안선희, “대안적 개신교 죽음의례의 기본구도”, 「신학논단」 74(2013),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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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죽음을 주제화하기에는 사순절과 성금요일, 교회력의 마지막 주가 적절하다. 또
한 교회의 장례예식과 추모예식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이 주제화될 수 있다.
장례예식이나 죽음을 주제로 한 예배에서의 경험은 고인의 삶을 기억할 뿐 아니
라 죽음을 신앙의 차원에서 표명할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기회를 통해 예
배자들은 유한하고 상대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지점임
을 분명하게 깨달음으로써 삶에 대한 왜곡된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신앙적으로 살아
갈 수 있게 된다. 삶에서 죽음을 배제하고 망각하기보다 죽음이 삶의 현실이라는 명제
를 상기하도록 죽음을 삶의 친근한 타자로 불러내어 삶의 벗으로 삼는 접근이 필요하
다.19)
한국교회는 부활의 소망에로 재빠르게 도약하기보다는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목도하는 진지함을 회복해야 한다. 물론 부활의 소망이 지금 슬프고 아픈 죽
음의 현실 너머에 있다는 진리도 선포해야 하지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히 9:27)이라는 죽음의 현실성을 그것보다 먼저 일깨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죽음,
심판, 영원 등 노년에 대면해야할 주제들을 예배와 설교의 주제로 삼는 것도 필요하
다. 이런 주제들은 신앙의 성숙을 촉진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죽음의 주제화를 통해 죽음을 향해 가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며, 과분한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에 찬 고백이 가
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
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인간 삶의 문제에 깊이 천착하면 할수록 삶의 의미성이 결국 죽음에서 비롯된다
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진다. 죽음이 없다면 삶의 궁극적 의미에 관한 물음은 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하나님이 실존적 문제에 집중하는 신앙인에게
건네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베네딕도 수도규칙 4장 47조에는 “죽음을 날마다 눈앞
에 환히 두라”라는 권고가 있다. 이 말은 수도승들에게 불안을 심어주기보다 삶이 무
엇인지를 언제나 새롭게 생각하도록 실존적 죽음에로 초대하는 것이다.20) 고령의 신
앙인들은 죽음의 주제화와 더불어 나날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전개할 수 있다. “지금
세상에서 죽는 것을 배우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할 것이다.”21)

III. 새로운 예배예식의 필요성
19) 박형국, “죽음의 망각과 기억”, 「종교연구」 72집(2013), 20.
20) 안선희, 앞의 논문, 81.
21) 토마스 아 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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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삶의 리듬을 부여하는 기도회의 지속
공예배의 차원에서 신앙을 공유한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는 것은 서로에 대한 연
대와 지지의 감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기도, 찬송,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영적 평안은 물론 총체적 평안까지 고양시킬 수 있
다.22) 잘 행해진 예식은 공유된 인간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사람들을 예기치 않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의 신앙인들을 위한 기
도회도 정성껏 드려질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도원의 일상처럼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는 신앙의 리듬
을 형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로워진 노년의 시간에 기도회는 매일의 시간표를
제공해줌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것이다. 이런 기도회는 직장을 떠
난 후 규칙적으로 갈 곳이 없이 유의미한 자기만의 공간을 상실한 노년의 신앙인들에
게 자기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다. 기도하는 자리, 교회의 한 구석은 공간적으로 애정
이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기도와 예배를 지속하는 것은 달라진 세속적
지위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속성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다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초고령의 신앙인들을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자신의 공
간에서 교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따라 개인기도시간을 갖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개인
기도시간을 위한 자료가 주기적으로 배포되어야 하는데 이때 우편이나 네트워크상의
전달보다는 직접적인 전달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더 편리하기는 하
지만 후자가 전자보다 고령의 신앙인들이 고립감에서 벗어나 신앙공동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2. 축제예식과 생애주기예식의 시행
대부분의 고령 신앙인들은 개인사와 가족사에서 좋았던 순간을 의례중심으로 기
억한다. 세례, 결혼, 장례, 추도식, 칠순감사예배, 교회의 절기예배 등과 같은 의례를
중심으로 상기하는 것이다. 이런 의례들은 신앙인을 과거와 연결시킨다. 나아가 그것
들은 현재의 순간 속에서 영원한 차원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교회는 고령의 신앙인들을 위한 축제예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축제예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해도 무미건조하게 지
나갈 날들에 의미가 더해질 수 있다. 이런 축제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조차 자칫 무
22) M. A. Kimble/ 노인사목연구위원회 역, 『노화, 영성, 종교』, 서울: 소화, 2011,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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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일상에 삶의 활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23)
나아가 고령의 신앙인들을 위한 생애주기예식의 개발도 시급하다. 교회는 통과의
례의 거행을 통해 노년의 삶에서 발생하는 지위와 신분의 변화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
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단계로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도와야 한다. 은퇴, 이주, 독립,
시설위탁 등과 같은 관계적, 육체적, 시간적 변화의 시기에 독특한 경험과 과도기적
순간을 의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례를 통해 고령의 신앙인들은 자신을 새로운 존
재로 경험하게 된다. 신뢰할만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시간에 질서를 부여하
고 고립감을 느끼는 그들을 세계와 연결시켜준다.
이런 통과의례, 생애주기예식이 없다면 고령의 신앙인들은 고립감, 고독감, 빈곤,
수치심 등을 느끼기 쉽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미래가 긍정적인 모습을 띨 것이라는
전망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교회참여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종교성
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노인들은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종교
활동에 의존하기 쉽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활동이란 기도, 성경읽기, 목회자,
교회, 교회친구들로 구성된 의례 등을 뜻한다. 이런 종교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우울증
증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24) 따라서 교회는 고령의 신앙인들이 삶의 변화상황
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예식을 시행해줄 수 있어야 한다.

3. 재난의례 및 사회적 기억의례의 주관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자연현상에 의한 재난이나 항공기 추락, 테러 등의 충격적
인 사회적 재난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때 고령의 신앙인들을 개인적인 위로
와 사회의 통합을 위한 개방적인 의례의 수행자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고령의 신앙인
들이 재해이후 위로의식, 사회적 추모의식의 주체가 될 때 그들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사건 속에서 ‘역할 없는 존재’에서 ‘역할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
대책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는 경험과 연륜이 있는 노인
들처럼 힘을 주는 존재는 없다. 삶의 온갖 역경을 견뎌낸 고령의 신앙인들은 재난의례
와 사회적 기억의례를 주관하면서 젊은 신앙인들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지지대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고령의 신앙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25)
23) 위의 책, 270.
24) 위의 책, 625.
25) 안선희, “예배공동체 고령화에 대비하는 실천신학적 예비고찰”, 미발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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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발제자는 고령화시대에 직면해서 교회의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하는지, 이런 방향성 아래 어떤 예배예식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점점
고령화되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기준은 ‘노인에 의한 노인과 함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이런 예배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보태고자
한다.
첫째, 고령의 신앙인들은 육체적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다. 시력, 청력, 보행능력
등이 감퇴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런 육체적 변화를 겪는 고령의 신앙인들을 돕기
위해 적절한 조명, 큰 활자의 예배 자료들, 적절한 음향시스템, 표지판, 건축 장벽의
제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인지력이 손상된 고령의 신앙인들도 대부분 의례에 참여하고 의미를 발견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경우 인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의례
를 더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다.26) 따라서 한국교회는 인지력이 손상된 고령의 신앙
인들을 예배에서 배제시키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고령의 신앙인들은 목회자가 임종 시 위로와 애도로 자신을 적절하게 지원
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사망자들의 75%가 65세 이
상이고, 80-90대 노인들에게 살아남은 형제자매와 친구, 자녀도 역시 노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의 목회의 중심은 노인목회이며, 장례, 추도식,
애도의례의 집례는 목회의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의 신앙인들을 위한 목회와
예배 훈련이 필수적이다.
넷째, 고령의 신앙인들을 위한 예배나 기도회에서 익숙한 형태의 기도와 찬송이
신앙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전통과 혁신의 적절
한 조화, 익숙함에서 오는 지루함과 새로운 것에서 오는 낯설음의 적절한 조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이라고 해서 취향, 삶의 배경, 정서적 상태 등이 모두 동일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고령의 신앙인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할 때 진지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
시인 이상이 구인회 발간사에서 한 말이 고령화시대의 예배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발제자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어느 시대에도 그 현대인(동시대인)은 (동시대에
대해서) 절망한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27) 얕은 기교를 부
리기보다 고령의 신앙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가
26) Elain Ramshaw, Ritual and Pastoral Care, 1987, 77-78.
27) 구인회, 『시와 소설』, 서울: 경문사, 193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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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절망을 피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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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학적 조언 1
안선희 교수의 “고령화시대에 직면한 교회와 예배:
미니멀리즘, 성찰, 죽음”에 설교학적 관점에서의 부언
김 운 용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 예배 / 설교학)

1. 지금 그대들은 어떠한가?
제네바대학교 중앙건물 맞은편에 있는 바스트용 공원은 구시가지 성벽 아래쪽에
종교개혁자 기념 조형물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장 칼뱅 탄생 400주년, 제네바아카
데미 설립 350주년을 앞두고 칼뱅을 기념할만한 일을 깊이 토론하던 가운데 제네바
종교개혁에 공헌한 사람들을 주제로 한 기념물을 세우기로 하고, 1909년에 착공하여
1917년에 완공한 조형물이다. 이 기념 조형물은 길이 100미터, 높이 10미터의 거대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앙에는 4명의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좌
우로는 라틴어 글귀가 나뉘어서 새겨져 있었다. 왼쪽에는 “POST TENE”(어두움 후
에), 오른쪽에는 “BRAS LVX”(빛이 있으라)1)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제네바에
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경구였다. 측면에는 마틴 루터를 기념하
는 화강암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등의 이름을 새겨 제네
바에서의 종교개혁은 이들의 영향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편 측
면에는 훌드리히 츠빙글리를 기념하는 화강암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취리히에서 츠빙
글리가 앞서 개혁을 주도해 간 것을 기념하고 있었다. 정면 벽에는 제네바 시의회 200
1) “LVX”는 ‘LUX’의 중세 라틴어 표기 방식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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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에서 제네바가 로마가톨릭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규칙과 말씀을 따
라 살기로 결정하여 제네바가 공식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시작한 해인
“1536”이 기록되어 있었고, 오른쪽 끝에는 사보이 공작의 공격으로부터 제네바를 지켜
내어 독립을 쟁취한 해인 “1602”가 새겨져 있었다. 그 안에 10명의 종교개혁자들의 부
조가 세워져 있었는데, 왼쪽에 3명의 동상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었고,2) 중
앙에는 4명이 함께 서 있었고, 다시 그 오른쪽에는 3명이 간격을 두고 서 있었다.3) 그
리고 중앙에 군을 이루고 서있는 네 사람은 왼쪽으로부터 기욤 파렐(Guillaume
Farel), 장 칼뱅(John Calvin), 칼뱅의 후계자였던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존
녹스(John Knox)의 동상이 함께 서있는데 제네바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던 개혁자들
이다.4)
특징적인 것은 중앙에 있는 제네바의 대표 종교개혁가 4명 가운데 칼뱅의 동상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구조로, 아니
말을 걸어오는 듯 한 구조로 세워져 있었다.5) 깊은 어두움 가운데 서있던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에 말씀의 빛으로 밝혔던 사람들이 먼 거리를 달려온 나를 바라
보며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너희들의 교회는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교회 본연의 모
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말씀을 벗어나 있던 우리 시대만큼이나 타락한 모습으로
서있지는 않는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참된 예배를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렇게 개혁된
예배를 그대들은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후계자인 데오도르 베자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나면서 칼
뱅은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의 유언대로 그의 후예들은 종교개혁 사상과 이상을 따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
씀을 전하였으며, 교회를 세웠고, 개혁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후대
에 전달하였다.

2. 고령화 시대 예배를 위한 숙고
2) 그들은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이자 망명한 위그노를 숨겨준 프레더릭 기욤(Frederick
Guillaume), 네덜란드 근대화를 이룬 기욤 르 따시튠(Guillaume le Tacitume), 위그노
의 정신적 지주였던 콜리니(Gaspand de Colony)의 부조이다.
3) 그 3명은 영국 청교도 지도자였던 로저 윌리엄스와 올리버 크롬웰, 헝가리의 개혁가이
자 칼뱅주의자인 스테판 보스카이의 부조이다.
4) 이 네 명은 제네바 사람이 아니라 모두 외국인이었는데, 3명은 프랑스인, 1명은 스코틀
랜드인이었다.
5) 이것은 제네바 종교개혁에 있어 칼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암시적으
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칼뱅이 세운 전통에서 신앙과 신학을 배운 그 후예
인 본인에게는 다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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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생명을 걸고 예배를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했던 개혁자들이 500주년을
앞두고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음을 인지하며 다
시 돌아보게 된다. ‘그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 갈 것인
데? 선진들이 생명을 걸었던 그 본질을 지금도 변질 시키지 않고 잘 지켜가고 있는
가? 혹 그대들은 바벨론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변질된 신앙의 탑 아래에서 지금 웅
성이며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중세교회에서 끌어내렸던 황금 송아지를 세
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먼저 세운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고 쓰러진 황금 송아지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안선희 박사의 발제 원고를 읽으면서도 오래 전 들었던 그 질문을 다시 듣는 것
같았고, 그 후예들이 두 손 굳게 모으며 다짐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쁨이 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내놓는 그의 혜안과 통찰력에, 그리고 학문적 열정에 고개가 끄
덕이고 밑줄을 그으며 새로운 배움과 도전에 ‘그렇지’를 연발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를
‘소진사회’ 혹은 ‘피로사회’로 규정하는 사회과학자들의 주장을 따라 그것이 한국교회
성장 둔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기능적으로 대체할
만한 것들이 즐비”한 사회로 규정한다. 완고하게 교리에 천착하고 있는 교회의 신앙담
론이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설득력이 잃어가는 상황으로 규정하면
서 이제 노인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고령화 시대의 예배의 방향성으로 미니멀리
즘과 성찰적 예배, 죽음의 주제화를 통한 새로운 예배 예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
기에는 “삶의 리듬을 부여하는 기도회, 축제 예식과 생애 주기 예식의 시행, 재난 의
례 및 사회적 기억 의례”를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하나의 방
향성 제시와 예배 의식을 위한 지침들을 제시하여 앞으로 깊은 신학적 숙고를 하도록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맥시멀리즘을 한국교회 예배를 지배하는 중심 논리로 규정하면서 상징적으
로 현상을 분석해 간 것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미니멀리즘 개념을 도입하
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도전적이다. 현대적 예배이든, 전통적인 예배이든 부수적인
것에 매몰되고 있는 예배 현장에서 그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에 충실한다는 의미로 도
입한 것은 신선함과 풍부한 통찰력을 부여해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도 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추구해 온 교회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대형교회를 단순논리로 재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큰 것(맥
시멀리즘)은 일종의 ‘악’이고 작은 교회는 ‘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작은 것이 아
름답다’는 논리로 ‘큰 것’을 폄하할 수도 없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까지 주님을 사랑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고, 우리 조국 교회가 감
당할 사역을 위해 허락하신 부흥의 하나의 열매로서 주어진 결과물일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성장과 부흥 그 이후가 중요하고, 큰 것을 추구하다가 진리를 잃고 표류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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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 전체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전체로 보면 1%도 안 되는 대형교회와 그
중간 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중형교회를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작은 사이즈
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안박사님이 주장한대로 예배의 본질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부수
적인 것들이 본질을 희석시키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자 앞에 서 계셨다. 그
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그가 제시하는 것들은 당시 예수님께는 아주 필요한 것들이었
다.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그것을 얻기 위해 특별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으며, 대중의 인기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신다. 굉장하고, 현실적이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제안에 대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것
과 예수님의 사역과의 연결하여 이해해야 할 내용이다. 이 내러티브의 출발점은 ‘예수
님의 굶주림’이었다. 이것은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과 대
조를 이룬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과 굶주림 사건을 직접
적으로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강조한다(신 8:2-3). 유혹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
의 굶주림에, 하나님의 즐거움보다는 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만족보다는 나의 만족
을 추구하는 형태의 삶을 살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중심이 되는 ‘스타 논리’를 거절하신 것이다.
예배는 일종의 떡을 구하는 자리이다. 사람들은 모두 영적 갈급함(굶주림) 가운데
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다. 주님의 식탁에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신 성찬 명령(고전 11:24)은 일종의 예배 명령이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걸었고 그것을 보존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도 참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떡을 갈망하면서 예배의 자리와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온다. 문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돌로부터의 떡을 추구하
느냐이다. 현대교회는 예배와 관련하여 이러한 유혹자의 외침 앞에 서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명예, 인기, 권력(?), 부, 사람의 찬사와
존경까지 기꺼이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못한 것이 한이지 할 수만 있다만 어떻게 하
든 돌들로 떡을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다.
예수님 앞에 서있던 그 유혹자는 오늘도 예배자들 앞에 서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떡 대신에 이 땅의 돌들―명예, 자기만족,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외형주의, 성공주의,
소비주의, 상업주의 등―로부터 오는 떡을 추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미 교회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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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이러한 흐름들은 ‘신종 우상 숭배’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많은 경
우 교회의 사역과 예배는 소비주의와 상업주의의 논리에 빠져있지 않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복음전도와 영혼 구원이라는 미명 아래 혹 외형적 성장을 이루어 자기 과
시와 자랑이라는 맘모니즘과 외형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깊은 자기 성찰을 필
요로 한다. 현대 마케팅과 경영학의 원리는 현대 목회에 중요한 통찰력과 지혜를 주고
있지만 경영논리가 목회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지는 고민해야 할 사항이며, 예배도
청중의 만족을 구하는 일종의 버라이어티 쇼가 되고 참석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공연이 되고 있지 않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미화하고 감추려고 한다고 해
도 예배는 예배이고 쇼는 쇼이기 때문이다.6)
선교 2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급변하는 종교 사회적, 문화 사회적 변화
앞에서 고민하는 목소리들을 듣게 된다. 그러한 목소리들은 모두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충정에서 나온 소리들이고, 또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건져야 한다는 이야기
에 함께 공감을 한다. 위기론은 단골메뉴가 되었고 그 외침은 우리의 귓가를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다. 어느 미래학자의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실에
대한 직시와 자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일면 동의하면서도 그 이
야기 속에는 굉장한 위험성도 숨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는 관
점을 모두 무시하고 인간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그것은 사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3.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 개혁
겨울이 다가오는 가을을 살 때면 한 번씩 꺼내서 드는 “가을시선”(한영애 작사,
이병우 작곡)이라는 노랫말이 문득 가슴에 맴돈다. “이제는 모두 돌아가 제자리에 앉
는다/ 불타는 열정에 가리워졌던 고운 얼굴 들어/ 미소를 보내는 시간..../ 별은 벌거벗
는 이 가슴에/ 깊어지라고 더 깊어지라고/ 평화롭게 반짝이면서 안으로 뜨네...”
결국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한
다면 본질로의 회귀이다. 교회됨의 본질,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 예배의 본질, 설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 그 본질로의 회귀를 필요로 한다.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목숨을
걸고 외쳐야 하는 것이 그 본질의 차원이어야 할 것이며, 가히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을 걸고 지켜내려고 했던 것을 유용성과 효율성이라는 것과 너무 쉽게 바꾸어 버림으
로 약화되고, 퇴색된 것을 다시 찾아내고 지켜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남쪽 랑그독 주의 산악지역인 쎄벤느(Cévennes) 국립공원에 가면 광야
박물관(Musée du Désert)에 가면 로마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의 강력한 박해 속에
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위그노를 만날 수 있다. 앙리 4세가 낭트칙령
6)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서울: 장신대 출판부, 2016), 3장 참고.
- 59 -

(1598년)에 의해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에게 주었던 종교의 자유가 루이 14세의 퐁
텐불로 칙령(1685)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위그노들
은 104년 동안 참혹한 박해의 시간을 보낸다. 한겨울과 같은 그 혹독한 기간에 수많은
위그노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마리 뒤랑((Marie
durand)은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19살이던 1730년에 위그노라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오빠 피에르 뒤랑은 제네바에서 신학을 공부한 설교자였는데 32살의 나이로 몽펠리에
에서 순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렇다. “만일 나의 구주께서 내 피로 당
신의 거룩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빕
니다.” 이 글귀는 지금도 이 남매가 태어난 집에 기록되어 있다. 마리는 체포되어 프
랑스 최남단에 있는 콩스탕스 감옥탑에 갇히게 되는데, 무려 38년을 갇혀있었다. 19살
에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던 마리는 57살이 되어서야 풀려났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
8년을 살다가 1776년 숨을 거두었다.
마리가 38년 동안 갇혀 지냈던 그 감옥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돌바닥에는 그녀가 아마도 머리핀으로 새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단어가 새
겨져 있습니다. ‘저항하라!’(Résistez). 도대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 여인은 38년을
견디며 맞섰던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른 신앙을 부당한 강압으로 꺾으려
고 했던 것에 저항하여 끝까지 견디며 항거했던 한 여인에게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저항 정신을 보게 된다. 마리뒤랑이 콩스탕스 감옥에 새겨 놓은 “저항하라”는 한 단어
에 매혹되어 세이엉(R. Saillens) 목사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무거운 쇠창살도 아니고/ 그 거무튀튀한 벽도/ 어두운 성채도/ 음침한 감옥도 아
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한 여인이 새겨 놓은/ 오랫동안 지속된 비극적인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 한 단어, 저항하라!/ 쎄벤느 출신의 그 백발의 여성은/ 생전에
떨리는 가슴을 그 단어로 부여잡고/ 용기 있게 결의를 다졌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것은 그 말, 저항하라!/ 그 가혹한 처지의 여성은/ 아직 멀리 있는 죽음을 직시하고는/
돌로 된 벽에 자신의 증언을 남겨/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의 비겁함을 물리치고자 했
다/ 그래서 그녀는 새겨 넣었다, 저항하라!/ 왕이 베르사유 궁정에서 웃고 있을 때/ 신
앙은 유폐의 벽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한쪽이 박해하라고 썼을 때/ 다른 한쪽은 몸
을 구부려 썼다, 저항하라!/ 담대한 신앙이여!/ 가장 강한 이는 당신입니다/ 그 여인도
이미 오래 전에 죽었고/ 왕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제왕의 홀과 왕관은 사라졌지만
/ 감옥에 새겨진 채 세월을 먹은 그 단어는 여전히 빛난다, 저항하라!”
이것이 진리와 본질을 벗어난 것에 대해 담대히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의 본래
정신이 아닌가? 결국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며 거기에서 활력을 얻게 된다. 결
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가치관(royal consciousness)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대안의식(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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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ousness)을 가지고 저항하면서 진리를 구현해 가는 대안공동체여야 한다.7) 기독
교의 설교는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사역이며, 계속해서 진리와 본질을 일깨워야 하고,
그것을 새롭게 제시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앙드레 트로메이(André Trocmé) 목사가 목회하던 프랑스의 작은 마을, 르 샹봉
쉬르 리뇽(Le Chambon sur Lignon) 지역은 프랑스 개신교도들 그룹이었던 위그노
(Huguenot) 후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 프랑스가 독일
나치 점령 하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대규모의 인종 학살이 자행
되고 있을 때, 트로메이 목사는 예배 가운데 교인들에게 나치에 의해 자행되는 인종
학살이라는 악에 대해 언급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양
심을 향해 쏟아지는 폭력에 대해 저항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교했다. 잘못된 세상
의 정사와 권세에 대해 저항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고 탄원과 중보의
기도를 올려 드렸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따라 그들 삶 속에서
그 악에 대해 저항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그것은 적어도 그들은 자신과 가
족들의 생명과 안위를 담보로 걸어야 했던 정말 위험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을과 주변에 살고 있던 위그노 후예들은 약 5천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의
기운을 정식으로 거부하면서 5천명이 넘는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
만약 발각이 된다면 그들 자신과 가족들이 아하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야 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위험한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고 달
려가게 했는가? 어떻게 역사가 주목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인류애
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했겠지만 그들은 예배 가운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성된 품성대로 움직인 것이다.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
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실천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그 동기는 복잡하지 않았고 아주 단순했다.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단지 유
대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도왔을 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
문이었다고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린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를 돌보라
고 하셨기에 그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대답했다. 찰스 캠벨은 이
러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대답은 단순하고 분명하였으며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가졌던 도덕적 척도를 따라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 자의식에 바탕을 둔 윤리적 ‘분석’
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지 “자연적으로 행해야 할 일을 행동으
로 옮긴 것” 뿐이었으며, 그들의 행동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형성된 “그들의 품성과
7) 이것은 월터 nd브루그만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2 ed. (Minneapolis: Fortress,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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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품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고 주장한다.8)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견이 되었
고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를 통해 공유된 확신이었지만 그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
이었고, 많은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음식을 먹
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편에 서있던 사람들처럼 르 샹봉 마을 사람들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들이 지금 아주 특별한 일이 하고 있다고 결
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품성(character)과 덕(virtue)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의미이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소하는 소리
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한다. 어느 시대에나 복음에 적대적인
세력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였고, 목회자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
이다. 자성하면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바로 세워나가야 하며, 우리들의 추구와 자
세를 수정해 나가야 할 일이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시련이라면 더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와 신앙으로 지켜내야 할 것이다. 교회 위기의 시대에 설교자들을 더 목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진리를 외쳐야 할 것이고, 예배 사역자들은 하늘이 주신 선물인
예배의 본질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책, 『행복의 건축』에서 그렇게 말한다. “사람
들은 역시 조금 슬퍼져야 건축이 눈에 들어온다.”9) 마음이 조금 슬퍼져야 제대로 건
축이 들어온다는 그의 이야기는 오늘의 시대의 설교자에게 큰 교훈을 던져준다. 알랭
드 보통은 그 책에서 자신의 그런 경험을 들려준다. 비가 퍼붓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친구와의 약속이 어긋나 런던의 한 맥도널드 체인점에서 두어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
다고 한다. 아무런 표정 없이 앉아 혼자서 식사하는 사람들, 감자 프라이를 튀기는 소
리, 계산대에서 주문 받는 소리로 어수선한 곳이었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외
로움을 잊으려면 계속 먹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때 키
가 큰 금발의 핀란드 십대들 몇 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는 왁자지껄 떠들고 노래
를 부르는 통에 더 앉아 있기 힘들어진 그는 그곳을 나와 햄버거 가게 바로 옆 광장
으로 걸어 나갔다. 그곳에는 웨스트민스터교회가 안개 낀 런던 하늘 속으로 높이 솟아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본당 회중석 한가운데 천장에는 10미터
8) Charles Campbell, The Word before Powers, 김운용 역, 『실천과 저항의 설교학: 설
교의 윤리』 (서울: WPA, 2014), 27-28.
9) Alain De Botton, The Architecture of Happiness, 정영목 역, 『행복의 건축』 (파주:
이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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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의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바깥 세계의 소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외와 정적
이 들어앉았다. 교회당 안에 있으니 바깥에서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합리적으로 느껴졌다. 천사가 당장이라도 구름을 뚫고 내려와 창으
로 들어오면서 황금나팔을 불며 라틴어로 말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불과
40미터 떨어진 햄버거 가게에서라면 미친 소리로 들렸을 개념들이 지고의 의미와 장
엄을 얻게 된 것이다. 너무 소란하여 슬퍼져 나온 곳에서 그는 생명력으로 가득한 거
룩한 공간에서 감격을 만날 수 있었다고 술회한다.
그렇다. 옛날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 내팽개치는 현실에서 통곡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
시는 거룩한 삶(공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쉽지 않아 그들의 가슴은 눈
물과 탄식이 그치지 않았다. 알랭 드 보통의 이야기처럼 오늘, 설교자들은 더 슬퍼져
야 한다. 그래서 가슴 가득 안은 안타까움과 눈물로 이 시대를 통곡하듯이, 잘못된 모
습들을 향해 피토하듯이 쏟아놓는 설교가 나와야 할 때이고, 지금 우리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슬퍼지는” 것이다. 거기에서 가슴 떨리는 설교가 나오고, 아픔에서
비롯된 통곡이 나오고, 피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를 향해 외칠 수 있는 간절
함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스겔이나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설교자의 간절
한 설교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두운 밤, 답답한 상황에서 그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
는 설교자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통곡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장자는 그런 말을 했다.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에서 붕어는 침으로 서로의 몸을 적신다.” 그 시
대를 말씀의 능력으로 덮었고, 복음의 영광으로 사로잡았던 설교자들은 모두 그렇게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적시고 이 세상을 적시며,
교회를 세우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미트로스라는 크레타의 한 젊은 용사가 백발의 노인, 세파카스를 찾아갔다. 그는
그 노인이 불사신과 같다고 생각했다. “어르신.” 젊은 용사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
했다. “어르신은 거대한 상수리나무처럼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폭풍으로 숨 쉬며 백년
간이나 괴로워하시고, 이기고 싸우고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 백년을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시원한 물 한 사발 같네.” 노인이 대답했다. “아직
도 목이 마르십니까?” 백발의 노인이 팔을 쳐들었다. 넒은 저고리 소매가 스르르 내려
앉으며 강마르고 주름진 팔이 어깨까지 드러났다. 노인은 큰소리로 마치 저주라고 내
리듯 호령했다. “갈증을 다 채운 자에게 화 있을진저!”10)
교회가 공격을 받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설교자에게도 그런 목마름이
필요하다. 설교자에게 이런 갈증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한 눈물이 사라지면 설교자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시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외
10) 김기석, 『길은 사람에게로 향한다』 (서울: 청림출판, 2007),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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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나의 옛 흙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옛 봄날 저녁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옛
나는 어디로 갔을까?”11) 설교자도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외쳐야 한다. 나의 옛 열정,
간절함, 뜨거움, 순수, 분노, 눈물, 감동, 저항의 몸짓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 영혼을
향한, 타락한 세상을 향한, 시린 마음을 향한 가슴 저림은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 하
지 않으면 피로 값 주고 사신 보물인 교회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시인은 “하나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겨울에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한다. 이어지는 시에서는 “이 겨울에도 채워주소서.... 손 내밀면 멀리 있는 약속도
느끼게 하시고/ 무너지고 일어서는 소리도 듣게 하소서.”라고 간구한다. “내가 눈물을
닦으면/ 당신은 웃고 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슬픔 속의 노래다/ 노래 속의 기쁨이
다/ 벌판에서 혼자 떨던 나무도/ 저 멀리 다음해까지/ 옷 벗어던지고 혼절해버렸구
나....”12) 봄에도 겨울을 살고, 겨울에도 봄을 살고... 그냥 살지 않으려는 시인의 탄식
이 가슴 저미게 들려온다. 정호승 시인의 외침대로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설교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13)

4. 겨울새로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선교 2세기에 한국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목숨을 건 개혁 운동을 펼칠 때 그 기준점과 출발
점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신학적 본질이었다. 우리 시대에 교
회와 사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본질로의 회귀이다. 교회는 사
적 영역에서 안주는 하는 게토를 형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역사와 사회, 문화적 흐름
앞에서 참여적이고 예언적이며,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려는 설교학적 노력이 요구
된다. 위르겐 몰트만이 민족교회 형태를 취해 오면서 급격하게 쇠퇴해 가는 독일 교회
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 신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신학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행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열정(Leidenschaft)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수난으로부터, 자신의 삶속
에 있는 하나님의 개방된 상처로부터 욥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한탄
으로부터, 하나님의 부재와 아우슈비츠, 스탈린그라드, 베트남, 보스니아, 체르노빌 등
끝없는 ‘이 시대의 고난’의 경험들로부터 온다. 신학은 하나님의 영과 부활의 영의 현
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부터 온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의 총체
11) 김사인의 시, “아무도 모른다”에서 부분 인용.
12) 마종기의 시, “겨울 기도 1”과 “겨울 기도 2”에서 부분 인용.
13) 정호승의 시, “봄길”에서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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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나누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긍정하며, 삶의 모든 파괴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사랑하고 존재하며 전인적으로 현존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흥미(Lust)이며, 하나님
의 삶의 흥미이다.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흥미는 신학이 언제나 가져야할 두 가지
경험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격정과 하나님 안에서의 흥미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 바란다... 우리는 전인적으로 신학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학은 우리가 공적으로 수행하고, 사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는 종교적
직업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 그것과 함께 “서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하는 마지막(궁
극적) 일들과 관계한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는 오직
개인적 확신만이 한 사람을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유지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으며, 그
를 위로할 수 있고, 동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교인들을 모으고 교회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거리가 먼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그룹으로 퇴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교회와 거리가 먼 사람들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로 가
기를 바란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신앙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14)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겨울에도 꽃은 피고, 겨울나무는 그 안에서 생명을
끌어안고 가고 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한다. “잎을 따고 가지를 친다
/ 하늘이 넓어진다/ 살을 버리고 뼈를 깎는다/ 뼈를 깎아서 뼈를 드러낸다/ 바다를 다
적신 피 한 방울/ 그것은 언제나 가고 있다/ 넓어진 하늘로/ 드러난 뼛속의 드러난 뼛
속으로/ 그것은 언제나 가고 있다.”15) 겨울에도 꽃이 피어난다는 표현은 시인에게는
겨울나무가 “뼈를 깎아서 뼈를 드러내는” 자기 노력과 절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더 넓
어진 하늘로 드러난 뼛속의 뼛속으로 달려가려는 노력을 통해 피어나는 것이라는 외
침에 가슴에 와 닿는다. 어쩜 우리는 지금 겨울로 치닫고 있거나 이미 겨울을 살고 있
는지도 모르겠다. 잎사귀도 떨어지고, 가지도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으며, 살을 에는 겨
울바람 앞에서 뼈를 깎는 아픔이 온 몸을 감싸는 겨울, 화려한 자태도, 잎사귀도, 화려
한 꽃도 없는 겨울, 그러나 흰 눈 뒤집어 쓴 겨울나무에게는 하늘이 더 넓어진다. 헐
벗은 몸으로 겨울을 이겨내야 하는 겨울나무로, 작은 몸둥이로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
내야 하는 겨울새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복효근 시인은 겨울을 사는 겨울새에 대해 그렇게 들려준다. “새들이 겨울 응달
에/ 제 심장만한 난로를 지핀다/ 두 마리 서너 마리 때로는 떼로 몰리다보니/ 새의 난
로는 사뭇 따숩다/ 저 새들이 하는 일이란/ 너무 깊이 잠들어서 꽃눈 잎눈 만드는 것
을 잊거나/ 두레박질을 게을리 하는 나무를/ 흔들어 깨우는 일/ 너무 추워서 옹크리다
14) 위르겐 몰트만, 김균진 역, “신학생들에게 바라는 나의 마지막 세 가지 희망,” 『기독
교 사상』 (1994년 6월).
15) 김춘수, “겨울꽃,” 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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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눈꽃 얼음 꽃이 제 꽃인 줄 알고/ 제 꽃의 향기와 색깔을 잊는 일 없도록/ 나무들
의 잠속에 때맞춰 새소리를 섞어주는 일/ 얼어붙은 것들의 이마를 한번씩/ 콕콕 부리
로 건드려주는 일/ 고드름 맺힌 나무들의 손목을 한 번씩 잡아주는 일/ 그래서 겨울새
는 둥지를 틀지 않는다.”16) 겨울새의 사명은 너무 깊이 잠든 세상과 사람들을 톡톡 건
드려 깨우는 것이라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겨울에 너무 움츠려 잠든 사람
들이 꽃눈, 잎눈 만드는 것을 잊고 있을 때, 두레박질을 게을리 하고 있을 때 흔들어
깨우는 일이 겨울새의 사명이란다. 깊은 잠에 빠져 얼어붙은 것들이, 눈꽃이 자기 것
인 것처럼 착각하고 잠들어 있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사명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의 대안공동체인 교회에 주어졌단다. 겨울새로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16) 복효근, “겨울새,” 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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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학적 조언 2
안선희 교수의 “고령화시대에 직면한 교회와 예배:
미니멀리즘, 성찰, 죽음”에 대한 논찬
김 수 천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영성)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다양한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
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1990년대 이후 성장이 정체되며 젊은 세대의 이탈로 인해 사회
보다 먼저 고령화되어 왔다. 장차 사회적 고령화로 인해 한국교회는 더욱 고령화 될
것이며 일부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노인 교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발제자는 예배학자로서 고령화 시대를 위한 예
배를 실제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발제자는 고령화 시대의 예배의 방향성과 예배 의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
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각 주제를 다시 방향성에는 예배의 형태, 방법, 주제라는 소제
목으로 그리고 예배의식은 정기적인 기도회, 생애주기예식, 그리고 사회적 재난예식이
라는 소제목으로 전개하고 있다.
첫째, 방향성에서 먼저 예배의 형태로 미니멀리즘 예배를 제안한다. 발제자는 문
화 예술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니멀리즘 경향을 소개하며 한국교회 예배에도 이러
한 경향을 접목해야 함을 역설한다. 발제자는 이러한 예배에 대하여 “미니멀리즘적 예
배는 단순소박함의 영성을 매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소박한 영성은 예배자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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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과 직접적이고 가식이 없는 관계로 인도한다. 이런 영성은 그들로 하여금 불필요
한 요소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명징하게 대면하도록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주지하듯이 한국교회는 산업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주로 성장하였
다. 그것은 단순소박함의 영성보다는 대형화와 역동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가깝다. 그
런 맥락에서 웰빙의 시대로 불리우는 21세기에서 미니멀리즘 예배는 적절한 방향이
된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교리와 사변적인 신학 중심의 개신교 신학 전통
에 서 있기에 전통적인 영성 전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침묵과 자발성을 격려하는 예배가 좋겠다고 생각된다. 침묵은 영성적 삶의 핵심훈련이
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위해서는 자발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교 후
설교자의 대표기도나 통성기도보다는 침묵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둘째, 예배의 방법에 대하여 성찰을 강조한다. 성찰을 통해 노년기의 신자들은 과
거를 숙고하고 삶의 아쉬운 부분들을 수용하며 여생을 위해 삶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금세기의 대표적 영성학자인 샌드라 슈나
이더스는 영성을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예배 전에 준비
찬양보다는 한주간의 삶을 성찰하는 간단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차라리 머리카락을 세는 것이
쉽겠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복잡한 내면세계를 성찰하도록 간단한 질문들을 화면에
띄워주고 조용한 음악과 함께 한주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셋째, 예배의 주제에 대하여 죽음을 묵상할 것을 제안한다. 동방정교회 영성가들
은 죽음을 “아담의 딸”이라고 여기며 죽음을 사랑스러운 삶의 동반자로 여겼다. 죽음
을 묵상하는 순간 현재와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욕심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없는 죽음”(Death without a death)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a death)
이 없다는 것은 흔히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죽음에 대한 신앙적 교육은 죽음이 임박한 노년기보다는 젊
은 나이일수록 효과적이라는 죽음학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배 의식에 대하여 발제자는 첫째, 정기적인 기도회를 제안한다. 노년은 시간이
많은 시기이다. 당연히 기도를 통해 그들의 시간을 선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좋
은 통찰이다. 특별히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이슈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하는 것
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기도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고령화의 진정한 위기는 소외일
것이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롬 14:17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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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진리를 경험할 때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위해 정기적인 소그룹 기도 모임과 나
눔이라는 영성지도(Spiritual Direction)의 시간을 갖는다면 좋을 것이다.
둘째, 발제자는 생애주기 예식을 제안한다. 생애 주기별 축하와 함께 다양한 삶의
중요한 변화에 대응하는 예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은퇴, 이주, 독립, 시
설위탁 등과 같은 관계적, 육체적, 시간적 변화의 시기에 독특한 경험과 과도기적 순
간을 의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심방예배보다 확실히 진보한 개념의 제
안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아쉽다. 이를 위해 예배서를 개발하면 좋겠다
고 여겨진다. 사실 영성가들은 세상을 이탈하여 수도적 삶에 정진했기에 그들은 생애
주기의 변화를 심하게 경험하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예배를 개발하지 못했
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개신교 전통에서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발제자는 사회적 재난예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발제자는 “대
책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는 경험과 연륜이 있는 노인들처럼
힘을 주는 존재는 없다. 삶의 온갖 역경을 견뎌낸 고령의 신앙인들은 재난의례와 사회
적 기억의례를 주관하면서 젊은 신앙인들의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지지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당한 지적이다. 사실 기독교 영성의 전통에는 세상과 이탈하
여 사는 수도자들의 성무일과 가운데 늘 세상의 고통에 영적으로 연대하는 전통이 있
어 왔다. 필자는 대천덕 신부님이 설립한 예수원이 매주 정기적으로 사회적 고통을 위
해 중보기도하는 기도회를 실천하는 것을 보았다. 베네딕도 수도원에서도 세월호 유족
을 기리는 뱃지를 착용하고 매일 드리는 기도회나 미사 시간에 세월호를 위해 중보기
도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노년의 신자들이 매주 특별한 시간에 사회적 고통을 위해 기
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한국 사회와 소통하는 의미 있는 사역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발제자는 고령화 시대의 예배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독자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배들을 계획해 보고
실천과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모델들을 정착시킨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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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방안”
정 재 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종교사회학)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
회를 말한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또는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최근에
결과 나온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부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인
구는 13.2%(657만명)로, 2010년11.0%(536만명)에 비해 2.2%p(121만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고령 사회에 매우 근접한 상황이다.
고령 인구가 22%를 넘어서서 세계 1위의 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80세 이상 노인
도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일본 정부는 매년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
를 축하하며 은으로 만든 잔을 선물해 왔는데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급격하게 늘어
나면서 은잔을 제작하는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고령자들에 의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일본 사회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등장
했다. 일본 법무성이 발간하는 <범죄백서>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흉악범죄는 1983년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
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15년 상반기에는 형법범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14~19세의 미성년자보다 많아서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일본에 비하면 고령화 수준이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도 고령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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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이 떠나서 도시보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
였고 일부 지역은 초고령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60대 노인이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어떤 지
역은 주민의 대다수가 70대 이상 노인들이기 때문에 20~30년 후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망하게 되면 마을 자체가 사라질 것을 우려할 정도이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
령층 범죄도 뚜렷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로부터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은 곧
주민들로 구성되므로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지역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곧 교회도 그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사역을 개
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젊은 인구를 유입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할 필요성도 제기되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
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대책이 없이 고령 사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범교회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교회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개
발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발표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 사회와 관련된 문제들과 이의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커뮤
니티 비즈니와 관련하여 제시할 것이다.

II. 고령 사회로의 진입
1. 고령 사회 현황
앞에서 언급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노령화지수(0-14세인구에 대한
65세이상인구 비율)는 2010년 68.0보다 95.1로 증가하였다. 이전에 실시한 2010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0년
3.8%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에는 38.2%로 70년간 10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 10명 중 한 명이 80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
다. 또한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17년이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14
세 이하 유년층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고령층의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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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총인구를 연령에 따라 3계층으로 구분하면, 0~14세의 유년 인구는 총인구
의 13.9%,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72.9%,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2%를 차지했다.
14세 이하 유년 인구 비중은 출산율 둔화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져 지난 2007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또 2017년에는 두
연령층 간의 인구 비율이 역전되면서 2018년에는 고령층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
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2009년 기대 수명은 80.5세로 처음으로 80세를 넘
어섰고, 2000년(76.0세)에 비해 4.5세 길어졌으며, 1990년에 비해서는 10세, 1980년(65.7
세)에 비해서는 15세 가까이 높아져 30년 만에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40년에는 기대수명이 86세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이렇게 되자 65세 이상 노인들 스스로는 70세 이상은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인구 추이(1985~2015)
(단위 : 천명, 100명당,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0년 2015년
계
40,420 43,390 44,554 45,985 47,041 47,991 48,748 49,706
유소년인구(0~14세)
29.9 25.7 23.0 21.0 19.1 16.2 16.2 13.9
생산연령인구(15~64세) 65.8 69.4 71.1 71.7 71.6 72.5 72.8 72.9
고령인구(65세 이상)
4.3
5.0
5.9
7.3
9.3 11.3 11.0 13.2
유소년부양비
45.5 37.0 32.3 29.2 26.7 22.4 22.2 19.1
노년부양비
6.6
7.2
8.3 10.2 13.0 15.6 15.1 18.1
노령화지수
14.5 19.4 25.8 35.0 48.6 69.7 68.0 95.1

이번 조사 결과에서 중위연령은 41.2세로 2005년 35.0세에 비해 6.2세, 2010년 38.2
세에 비해 3.0세가 높아져 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전
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0∼2040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모든 인구의 나
이 중 한가운데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이 2010년에는 37.9세였으나 2030년에는 48.5
세로 10세가량 늘고 2060년에는 57.9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2040년
에는 전국 16개 시도 중 3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중위연령이 50세를 넘게 된
다. 2010년 기준으로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중위연령이 30대인 것에서 크
게 고령화되는 셈이다. 특히 전남은 2040년에 중위연령이 60.2세로 60대에 접어들 것
으로 전망돼서 30년 사이 20세나 늙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
196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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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고령화 속도가 세계
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전체 인
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사회)로 이행하는 데 무려 155년이나 걸린 반면, 한국은 단
26년 만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0년 노령화 지수는 69.7로 유소년 10명
당 고령자 7명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2005년 48.6보다 21.1이 증가하였고, 1980년
(11.2)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하였다. UN의 예상대로 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탈바꿈하게 된다.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급격한 인구 변동을 경
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5,274천명으로 2010년
보다 835천명(3.4%) 증가하였으며,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인구 1.6%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서울시의 유출 인구보다 인천․경기 지역의
더 많은 유입 인구 증가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00년 46.3%,
2005년 48.2%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구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동 지역이 4.8%, 읍 지역이 5.0% 증가한 반면에 면 지역은 14.3%가 줄
어들어 여전히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읍 지역
의 인구증가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이고 청장년층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사상 처음 200만 명대로 내려가 296만2천 명으로 보
고되었으며 그나마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령 사회의 문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의 목전에 이르면서 생기는 문제는 다양하다. 첫째
는 경제 면에서 생산력의 약화이다.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
어 노동력이 감소하게 된다. 출산율은 떨어지는 반면에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
이 연장되어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인 부양에 대한 사
회적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경제연
구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국내총생산이 2014년보다 8% 가까
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같이 인구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저출산이다.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 데 반해 이를 상쇄시킬 신생아 출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가 더 심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4·2·1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한
명의 젊은이가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숫자를 나타낸다. 대부분 외동인 젊은이 한 사람이
- 76 -

자신의 부모 2명과 조부모 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 사회
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세대 문제도 배태되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한
다. 이들이 6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2018년)로 진입할 것이고, 이어 8
년 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급변하게 될 것이다. 영국이 44년에 걸쳐, 프랑스가
40년, 일본이 12년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를 우리나라는 불과 8년 만에 도달하는 것이
다. 부모 부양의 관념을 고수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로서 부모에 대하여 져야 하는 경
제적 부담과 함께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댈 수 없는 자신들의 노년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들은 세대 갈등의 영역에서 위로부터는 권위에 눌리고
아래로부터는 기세에 밀리는 이른바 ‘낀 세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은 부모 봉양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에게 봉양 받지 못하는 유일한 세대로
서의 박탈감을 크게 느낄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층 집중
현상은 갈수록 농촌 목회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농촌 목
회자들은 20년 후에 현재 고령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역 주민이 거의 없어
지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한탄한다. 이번 조사에서 통계청
이 수도권의 인구는 25,274천명으로 2010년보다 835천명(3.4%) 증가하였으며, 전체인
구의 49.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농촌 교회에 대한 지원과 함께 농촌 교회들 사이에 연
합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도농 교회들 사이에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도농 통합의 네크워크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학에서 말하는 ‘자연의 사회화’와 관련된다. 자
연의 사회화란 자연적인 현상조차도 사회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나
이가 들면 늙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늙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험이 중요했던 전통 시대에서 노
인은 ‘지혜의 보고’로 여겨지며 전통 사회에서 가족의 재산은 모두 가부장이었던 노인
에게 귀속되었던 반면에, 오늘날에 노인의 경험은 큰 쓸모가 없으며 재산도 가족구성
원들이 각자의 직업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노인 공경의 물적 토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특히 노인들을 극진히 공경했던 자신들이 지금은 거의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
락한 현재의 노인들이 겪는 혼란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상실감은 노인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 가족마저도 성공을 위
해 수단이 되는 도구적 가족주의 경향 아래서 노인들은 전혀 효율성이 없이 가족과
사회에 짐으로 여기질 뿐이다. 이 결과로 2000년대 들어 노인 자살자 증가율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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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증가율의 5-6배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에 노
인 자살이 3배나 늘었고, 노인 자살은 65세 미만 자살률보다 4배나 많다. 자살 전문가
들은 노인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곧 이어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이 자살
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이러한 노인 자살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아노미적 자살과 이타
적 자살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아노미적 자살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규범이 왜
곡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자살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타적 자살은 대개 살신성인과 같은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인
들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형상
이타적 자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경 사회에 기반을 한 유교 윤리로 노인 공경의 당위성을 강조해
도 요즘 세대에게는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에 맞는 노인 공경의 윤
리가 계발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주위와 단절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을 돕고 독거노인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봉사는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
이 많으므로 이들을 단순한 봉사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활동의 주
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는 노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재능 기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헤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고령층의 사회활동
1.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1) 고령층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
일반적으로 노인은 서비스 제공자보다는 서비스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서비스의 대상인 요보호 노인은 전체 노인 중 소수
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각보다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평생을 통해 축적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
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들 중에 많은 노인들은 실제로 사회 활동을 원하고 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사역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섬김
사역을 지속하되,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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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적절한 일들을 계발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최근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비폭력성·비강제성·비물질성을 지닌 시민 사회의 핵심은 바로 자원
봉사이며, 시민 사회에서 지향되어야 할 가치는 공동체 의식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이다. 시민 사회의 원동력은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들의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없는 시민 사회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시민 사회의
기초이자 원동력이 된다. 자원봉사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초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투신하는 행위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새롭게 정의되는 자원
봉사 운동은 “경제 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해체 그리고 시장 원리가 더 강화된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경제
를 사회에 통합하고 문화와 창조성에 뿌리를 둔 인간의 목적의식을 인간에게 돌려주
는 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 활동은 공리주의 가치에 의해 왜
곡되고 모순된 인간관계를 해체하고 윤리적 가치로 재결합하는, 궁극의 가치와 도덕
가치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17)
현대 사회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안고 물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60년대 이후 경제 성장 위주의 국가 시책으로 물
질만능주의, 지나친 경쟁주의, 편법주의가 사회 전반에 흐르게 되어 공동체 의식이 무
너진 실정이다. 자원봉사는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유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지역 사회 구성원인 주민 스스로 참여해 분산되고 파편화된 주민들의 관심이
동질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
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본래의 가족 기능이나 지역 사회 기능을 회복시켜 줌
으로써 공공 복지 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자원봉사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웃으로서 서로 도우며, 사회적인 필요를 상호
충족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시민 사회의 한 영역
으로서의 교회도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기독교 정신에도 철저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교회는 봉사(Service, Diakonia)의 사명을
갖고 있다. 봉사란 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일, 곧 예배드림을 말한
다면,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일, 곧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을
뜻한다.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보기를 들었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기독교인의 마땅한 사명이다. 교회의 사회 참여와 봉사는 이념의 다양화라는 측
면에서도 시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시민 사회는 특정 이념에 의해 독점될 수 없
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이 공존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바람
17) 김경동, 급변하는 시대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철학과 과제 (서울: 아르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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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 영역에서 노인들이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은퇴로 상실되었던
사회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며, 노년기에도 자아성장과 실
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회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가치 있는 노
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노인
의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같은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서 이득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노인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고령인구
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민간 부문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
원봉사 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로부터 제공자로 그 위치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며 고령 사회에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이자 노인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2) 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사례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
고 참여 분야도 그다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면, 2009년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9.3%,
65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5.3%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자원
봉사 참여율은 2003년 14.6%에서 2009년 19.3%로 4.7%p 증가했으나 65세 이상의 자
원봉사 참여율은 6년간 정체 상태를 이어갔다.
그리고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대부분 단순한 동원형 봉사활동이었다. 환경보
전, 범죄예방 등의 봉사활동이 45.0%로 가장 많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28.9%였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10~20대 젊은 층의 봉사활동에 초점을 두고 운영
돼 지역사회 내에 노인들이 유대감을 갖고 정주할 토대가 없으며, 노인들의 봉사활동
이 단순 노력봉사에 그치는 것은 노인들을 지역 공동체 활동의 들러리나 동원 대상으
로 여기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폭넓
게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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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은퇴 이후 사회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좁다. 현역 시절 각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이나 지식을 최대한 살려 이를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외국에 비해 크게 미비한 실정이
다. 전문직 은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은 일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와 달리 매우 다양하나 현재는 환경 감시, 교통정리, 청소년 선도, 경비
업무, 전통문화 전하기 등 활동 범위가 매우 한정된 활동만 하고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아서 한두 번 참여로 끝나는 활동이 대부분이며 훈련과 재교육의 기회도 정책적으
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40%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미국
은퇴자협회(AARP), 전국노인봉사단(NSSC) 등의 노인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기를 들면,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 일상생활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동년배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말벗과 가사원조 등의 지원을 해 주는 노
인 친구 프로그램, 노인이 학교, 병원, 교도소 등에서 학대, 방임된 아등을 돕고, 장애
아동, 비행청소년, 미혼모 등에게 조부모 역할을 해주는 양조부모 프로그램이 실시되
고 있다. 이 외에도 이민자 영어교육, 박물관 안내, 선거보조, 재해구조, 보조교사 등
활동이 매우 광범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 활동은 6개 영역, 28개 프로그램
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문화 영역: 방송 모니터링, 문화공연, 문화재 지킴이,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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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놀이지도 봉사프로그램
② 교육 및 지식 영역: 통·번역, 교육보조, 강사활동, 방과 후 교실, 전화상담 도우
미, 장례서비스 지원 봉사프로그램
③ 지역사회 봉사 영역: 또래노인 돕기 가정방문, 생활시설방문, 병원, 도시락/밑
반찬 배달, 거리질서 선도, 국경일 태극기 달아주기, 세대통합 자원봉사, 캠페인 자원
봉사 프로그램
④ 청소년 관련 봉사 영역: 청소년 지도, 양조부모 역할, 사랑의 산타 되기 봉사
프로그램
⑤ 환경 영역: 폐식용유 비누 만들기, 환경보호, 텃밭 가꾸기 봉사프로그램
⑥ 행정보조 영역: 선거업무 보조, 기관 내 보조, 복지관 안내 봉사프로그램
이것을 공급자인 노인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 이전의 사회활동에서 축적된 자신
의 경험을 은퇴 이후 자원봉사활동에 활용하는 전직 경험 활용 분야, 은퇴 이후 자원
봉사활동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보유지식 및 기술 활용 분야,
은퇴 이후 자원봉사 활동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력 제공 분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전문직 출신 노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정한 지식이나 기
술을 바탕으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큰 의미를 갖는다. 또
한 전문직 은퇴 노인들은 일반 노인들보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강하
다는 점에서 이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모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2. 고령층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
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의미
최근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활동 외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활동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마을 만들기의 일
종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 주체의 지역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제작소와 같은 시민 단체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 ‘마을 기업’
이나 ‘마을 회사’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용어는 1970년과
1980년대에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하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용어의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맥락에 따라, 일
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이들의 정의를 요약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 커뮤니티가 소유한 조직으로
지역의 수요가 발생하거나 초과수익을 조직에 재투자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개선하거나 확대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래활동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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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요소로는 커뮤니티의 소유권과 거래 방법으로, 소유권
에 대해서는 장소와 이익주체를 포함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거래방법의 요건은 경제활
동을 통해 자활이 가능하거나 향후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1994년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결
합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정의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 커뮤니티를 기점으로 주
민이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역 커
뮤니티에서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
로 지역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고, 바로 비즈니스를 성립시키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8)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른 점은 ‘지역을 위해서’ 또는
‘사람을 위해서’ 일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영리추구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비영
리단체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공익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
스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사회적 기업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추구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한다.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이타적 동기를 추진 동력으로 하여, 사회적 공
헌을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19) 이렇게 사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
구한다는 점과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좀 더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공통된 점이 많다.20)
그러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일치되는
부분도 많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은 정의 외에 주체, 목표, 자원 등 많
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21) 사회적 기업이 저소득 계층의 빈곤 극복을 목적으로 한
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사람들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효과는 다양하게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은
참여자의 일하는 보람과 자아실현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의 해
결, 지역 문화 계승과 창조, 경제 기반의 확립 등이다.22) 이런 점에서 커뮤니티 비즈
니스란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을 위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업성·수익성이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회공헌성이 높은 사업이어야
18) 호소우치 노부타카 엮음/장정일 옮김,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서
울: 이매진, 2008). 15.
19) 사회적 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황병배, “한국 기독교 사회적 기업 연구: 사례를 중심
으로,” 신학과실천 , 32권(2012년 9월), 757-758을 볼 것.
20) 함유근·김영수. 『커뮤니티비즈니스』(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50.
21) 김영수·박종안, “한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농촌체험 관광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 제19집 2호(2009년), 168-169.
22) 호소우치 노부타카 엮음, op. cit.,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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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비즈니스로서의 지속성도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징을 사회적 기업, NPO와 관련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2> 민간기업, NPO,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관계23)

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필요성
고령화 저출산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오사카
를 중심으로 황폐화된 지역이 증가하는 등의 일본형 도시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도시 내부 문제 연구에 몰두하
여 고안된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인 것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 주체의 지역사업이다. 지금까
지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주민 스스로 지역의 어려움을 해
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비즈니스로 전개하려는 것이다.2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
출산이 진행되어 이것이 일본 못지 않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비정
형 가족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전과 같이 가족이 공동체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점
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
사가 늘고 있고,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23) 아사 아츄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원 구조와 정부의 역할,” 희망제작소 엮음,
『지역재생과 자립을 위한 대안찾기』(서울: 희망제작소, 2008), 85.
24) 호소우치 노부타카 엮음/박혜연,이상현 옮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서울: 아르케, 20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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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거의 붕괴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 운동은 매우 시급한 과
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필요성
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최근에 공동체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공동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성경적, 시대적 대안으로, 경제자유와 경제정의의 유기적 조화를 지향한
다. ‘다 같이 더 잘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천부인권과 정
직(Integrity)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정의 하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최대한
보장되고, 창의적 방법에 의한 자발적 나눔이 문화가 되는 자본주의가 공동체 자본주
의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자본주의는 지역 공동체 운동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된다. 왜냐하면 지역 사업조차도 지나치게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해관계만을 위해 전
개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기여보다는 자기 지역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여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자본주의 정신은 마을 기업
이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섭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침
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자본주의는 곧 청교도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근대자본주
의가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 태동되었음과, 처음 태동될 때부터 이미 공동체 정신을
그 핵심요소의 하나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25) 따라서 공동체 자본주의에 터한 지
역 공동체 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래 청교도 윤리
에서 유래한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되찾고, 왜곡된 자본주의로 인해 피폐화된 현대인
들에게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자본주의는 정부가 세금을 대규모로 걷는 대신 개인들이 공동체의 건
강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과 기부를 하는 민간주도형 나눔 운동이다. 공동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기본인 경쟁을 통한 이윤 창출이 유지되면서 나눔을 통해 건
강한 발전을 이룬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감
당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하는 대신에 정부의 예산부담은 줄여야 하는 추세가
뚜렷하므로 결국 기대어야 할 곳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문뿐이라는 기대가 점차 커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교회 역시 시민 사회에 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가 한 축을 감당하는 것은 자연
스러운 귀결이다. 특히 노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자본주의의
한 측면으로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매
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5) 이에 대하여는, 고건, “공동체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 정신” KDI,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2008년 11월 14일)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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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용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형은 성격에 따라 로컬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테마형 커
뮤니티 비즈니스로 구분할 수 있다. 로컬형은 생활지역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를 이루는 것이고, 테마형은 관심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
이다. 대체로 로컬형은 농촌 지역에 적합한 형태이고 테마형은 도시 지역에 적합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26)
도시 지역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도시 재생과 관련된다. 도시 재생이란 도시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경제와 사회 환경 등의
조건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계
획 또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도시 지역에 현존하는 환경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각종 기업활동과 시민활동을 활
용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도시재생으로 이해하고 있
다.27)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이러한 도시재생을 위한 강력한 수단임과 동시에 공동체 회
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커뮤니
티 비즈니스는 도시 재생 차원에서 일종의 경제공동체를 위한 지역주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공동체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방식을 공동체적 경제방식으로 대체
해 도시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꾸려가는 운동을 말한다.28) 따라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도시 재생을 위한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의 고용역량을 강화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돌보는데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건강 프로그램, 도시락, 놀이 공간 제공 등이 그 사
례이다. 특히 신용협동조합이나 공동화폐 운동 등은 지역의 복지수준을 강화하거나 유
지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공적 영역이나 민간 시장 부문에서 채울
수 없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농촌 지역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농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한 산업이었으나 지구 온난화 시대의 식량 위기와 에
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노력보다도 더욱 절실하
고 치열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농업은 그 중심에 서 있다.29) 그리고 이것이
26) 김재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활성화 방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커뮤니티 비
즈니스,” 국토 , 321호(2008), 31.
27) 김진범·정윤희·이승욱·진영환,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2009)., 19.
28) 조명래, “지역사회에의 도전: 도시공동체의 등장과 활성화,”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도시공동체론』(서울: 한울, 200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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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에 공동체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산업 측면, 특히 경제 측면에서만 보아
서는 농업과 농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는 농촌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그리움을 간직한 많은 생활양식과 편안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있다. 이것은 인공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농촌만이 가질 수 있
는 자연스러움이다. 이러한 농촌의 가치를 어메니티(amenity)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 지역 고유의 정주패턴, 경작지, 고건축물, 농촌공동체의 독특
한 문화나 전통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농촌 어메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농촌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된다.
그 중 하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의 농촌체험관광이다. 농촌체험관광마을은
마을 단위 중심으로 농촌체험관광 경영의 주체가 되어 농촌마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농촌문화 유무형의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도시민의 심리적 귀향욕구와 농촌체험
여가활동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여 활기 있는 농촌문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는 마을이다. 최근에는 오토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굉장한 속도로 늘고 있다. 오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로 캠핑 동호회 활동으로
만난 가족들과 같이 움직인다. 가족 단위이다 보니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오토캠핑 인구를 수용할만한 캠프장이 아직 많이 부
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오토캠핑이 요구하는 기본 시설인 물, 화장실, 전기가 다 갖춰
진 곳이 바로 농촌이다. 따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투자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농촌 관광 체험 프로그램과 오토캠핑 인구를 연계하여 적극적으
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마을이나 과수 농가들이 모여 있는 마을은 그 자
체가 자원이자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농민들에게는 지속적인 농산물 직
거래 판매 통로가 될 가능성도 크다. 사람들이 농촌에서 오토캠핑을 즐기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의 소비자로 조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30)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성공하려
면 관광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의 형성, 능동적 참여 등이 필요하
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기반 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 발달에 절대적으
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상통하는 부분이며 영국과 일
본 등 이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체험관광 사업을 커뮤니티 비즈
니스의 분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다.
29) 조은기, 『농촌불패: 농업이 미래다』(서울: 모던플러스, 2009), 4.
30) Ibid.,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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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령층의 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 활동은 여러 분야에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주변 친지, 소속단체 등과 같은 관계망에
의한 참여경로 부재,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역시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노인이 스스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이며, 노인 가족과 지역 사회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교회가 해 오던 노인 봉사 활동은 두 개의 차원으로 조정
될 필요가 있다. 거동이 어렵고 주위의 도움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
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인 섬김 사역이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회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스스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다
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대학이나 노
인 교실을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들의 관심이나 역량 또는
교육 수준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단순히 소일거리나 취미 활동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들이 사회적
섬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외국에 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을뿐더러 노인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와 같은 지역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
역 공동체 운동은 다양한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환경보전, 평생교육, 다문화 교
육, 마을 기업 등의 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의 참여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지역 공동체 운동은 단시간에 끝나는 일회용 행사가 아니고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
는 데다가 지역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노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생협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복지
클럽 생협과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복지관이나 간호직 출신의 노인들이 또래 노인 돕
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노노(老老)케어, 청소년 가장들이나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양조부모가 되어줄 수 있고,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들에
게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또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
여, 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역사 마을을 만드는 데 역사 지식이 풍부한 노인들이 문화
재나 유적지 보존에 도움을 주고 유물에 대한 설명을 해 주거나 도시에 텃밭을 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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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농사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자문 역할을 하며 도움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이 풍부하므로 이러한 지역공동체 운동
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직 출신 노인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노인들 스
스로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고급의 인
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인문학 전공 은퇴자를 활용해서 이러한 인문학 강좌를 교회
에도 도입할 수 있다. 이미 노숙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한 교회도 있거니와
최근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카페나 마을 도서관에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회에서 질 좋은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과 실제로
접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도서관도 단순히 책을 읽거나 발려주는 일 뿐만 아니라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도서관의 공공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참여가 가능한 활동으로 연계된다면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도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세계
시민 교육이 시급한 실정에서 교회에서 시민 교육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제공한다면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보다 폭넓은 지역 공동체 운동에 대한 관심
과 함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
각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데 교회가 관심을 갖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교회들도 있다. 부천의 약
대감리교회는 고령화시대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 안에 ‘약대돌봄협동조합’의 문을 열었
다. 약대돌봄협동조합은 현재 반찬 나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말벗서비스
와 병원동행, 가사지원까지 복지서비스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최근 사업 승인을 받은 재가요양센터를 통해 수익구조를 안정화
시키고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66년의 역사를 지닌 약대교회는 지
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왔지만, 협동조합을 추진하기까지는 고민도 많았다고
한다. 교인들 사이에서 조합원들에게만 유익한 협동조합이라는 인식이 강해 동의를 얻
어내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대교회는 충분한 설득과정을 거친 끝에 교회 부지 안
에 협동조합 건물을 짓도록 지원했고, 교회 예산에서 연간 2천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의
했다.
전남 장성의 백운교회(예장 통합) 역시 노인복지를 위해 오랫동안 운영해온 노인
학교를 중심으로 ‘행복한노인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노인 문제의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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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한 것이
다. 건강한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노노(老老)케어 뿐만 아니라 활동성이 높
은 젊은이들도 참여시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노인들
이 말년에 정든 집을 떠나 요양원과 같은 낯선 곳에서 살게 되지 않고, 끝까지 정든
마을에서 살다가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말년을 슬프게 보내면 인생 전
체가 슬프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도 가능하다. 독일의 노인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위해 청소, 여가활동, 아
이 봐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보상을 돈이나 시간으로 환원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든 회원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 본인의 계좌에 시간을 저금
할 수 있는 ‘시간계좌’ 방식을 통해,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시간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간계좌에 저축된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기부도 할 수 있다. 또 서비스를
돈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노인협동조합을 통해 제
공되는 서비스는 의학·법률 등 전문적인 상담, 청소, 식사, 장보기 등 가사 노동, 스포
츠활동, 문화행사, 산책 등 여가활동, 의료기관 방문 등 현장 케어 서비스 등이다. 노
인협동조합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노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협동조합 사례는 없지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결성된 바 있다. 노인 25명이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버자원협동조합’은 인천광역시에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 신청을 앞두고 있다. 폐지를
주워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한 목회자
가 앞장서 출범한 ‘실버자원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가졌지만,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아
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 달리 노인들, 그것도 폐지 등 재활용
품을 팔아야 겨우 생계를 유지 수 있는 노인들이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주변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성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활용한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개소한
사례도 있다. 이 작업장은 길음뉴타운 일대를 기반으로 어르신 마을 택배 사업을 성공
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맡아서 친환경 먹거리를 제조·판매하는
‘길음실버그린이(Silver-greeny)’ 사업을 통해 노인 30명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
인들은 카페운영, 액상차 제조, 쿠키 제조, 친환경 농산물 소분을 통한 한박스 사업,
협동조합과 연계한 제철농산물 판매활동을 하여 매달 34시간씩 근무하고 기본급 21만
원을 받는다.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러한 활동들이 아직은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커뮤니티
- 90 -

비즈니스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노인고용의 새로운 대
응책이 될 수 있다. 이미 일찍부터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일본에서는 노인
인적자원을 이용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주식회사 이로도리는
노인참여형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8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일본
의 산골 마을에서 우리 돈 30억 원에 달하는 연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이 탄생했다. 더
욱 놀라운 것은 평균 연령이 78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궈낸 사업이라는 것이다. 일본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장식한 주식회사 ‘이로도리’의 시작은 한 농협 직원의 아이디어
에서 비롯되었다. 노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없을까 고미하던 농
협 직원이 생선회에 곁들이는 장식용 나뭇잎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
것을 사업화 하는 데 성공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전체를 바꾼다
는 것에 있다. 나뭇잎을 줍는 단순한 일이 가미카쓰 마을 전체를 바꾸었다. 노인들은
일을 해 수익을 얻기 시작했고, 깨끗한 나뭇잎을 얻기 위해 가미카쓰 마을은 친환경
마을로 탈바꿈 했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개발까지 이루어졌다. 게다가 일
이 많아지면서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그 파급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강한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수익을 얻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1석3조일 것이다. 노인들이 단
순히 봉사 대상을 넘어서 봉사의 주체가 되어 다양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이 요청되고 있다.

V. 나가는 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곧 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
들이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특별한 대책이 없
이 노인이 된 사람들은 더욱 살기가 막막하여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만 큰 기대를 할 수도 없고 각 개인들이 알
아서 해결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민 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과 협
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참여를 하는 것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인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오늘날 노인들
중에는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전히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
람들이 많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기존의 노인 섬김 사역 외에 노인들이 스스로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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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유 있는 노인들은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신보다 어려운 노인들을 돌볼 수도 있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
고 활동하다가 은퇴한 노인들은 다양한 주민 자치 활동에 참여하여 보람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노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수익 사업에 참여하
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심
각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마을 기업
이나 마을 사업을 계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모 사
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민 참여 활동은 하향식(top down) 방식이 아니라 상향식
(bottom up)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에 교회가 동참하여 시민 의식을 높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
한다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사회에서의 공신력도 회복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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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학적 조언 1
정재영 교수의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방안”에 대한 논찬
박 창 현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 선교신학)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노인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노동 시장
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늙은 사람을 몰아내고 그들의 가치를 추락
시킨다. 도시화로서 사회적인 이동현상이 노인들을 자녀들의 짐으로 생각게 만든다.
현대 사회의 발전의 방향은 노인들에게 역할 상실로 인한 여가 시간 문제, 수입 감소
로 인한 경제적인 의존문제, 건강보호문제, 심리 사회적인 소외와 고독감의 문제, 부양
및 보호 문제 등 과 같은 노인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
까? 발제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노인 문제에 대
하여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 책으로 노인들을 사회활동을 제안하고
이러한 일에 교회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데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자는 먼저 대상이 되는 노인을 고령가운데서 65세 이후로 규정하고, 이 노인
문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그리고 또 다시 고령 사회
에서 후기 고령사회(초고령 사회) 로 전환하며 이 사회에 도래 되고 있는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소개하고 [2.1) 고령화 사회현황]있다. 온자는 또 그로인하여 이 사회
가 갖게 될 위기와 문제들을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예측하여 지적한다 [2.2) 고령 사회
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인들의 사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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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여를 주장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원 봉사 활동”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실제로 이러한 일을 성공적으로 시도한 일본과 독일의 예와 또 몇몇의 한국
교회의 예를 들며, 교회가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부탁을 하
고 있다.
개신교 130년을 넘어서는 한국개신교회는 숫자적으로는 1885년 공식 선교가 시작
된 이래 100년이 되던 1985년 이 땅의 30%의 사람들을 선교했노라고 전 세계에 좀
과하게 자랑 했던 치적이 지난 30년간 교인 수가 반타작이나 교회의 쇠퇴가 가속화
되는 선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때 노닝문제에 대한 사회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로 전이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방안을 사회와 연관하여 다룬다
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금의 노인들
이 이 땅의 개신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킨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 때문
이고, 또 그들이 자기들이 성장시킨 교회에서 홀대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
회를 세우고 지켰지만 그들이 힘없고 경제력이 없어진 노년의 때에 교회는 그들을 짐
으로 여기고 있는 형편이다. 교회는 노인들이 늙어가듯 그들과 함께 늙어가고 젊은이
들은 교회를 찾지 않는 현실에서 노인들을 대우하고 지켜주며 젊은이들과 연대 시켜
주는 선교적인 관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오늘 교회가 노인들의 문제를
조명하는 일은 어쩌면 이 사회가 고민하고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소중한 논문이
기여한 점을 생각해보고 또 논찬자로서 이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므로 논찬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먼저는 이 논문의 기여하는 바이다.
1) 앞서 말했듯이 이 논문이 이 사회와 교회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노인 문제
를 교회 사역의 핵심과제로 삶으려는 것은 적절한 시도이다. 왜냐하면 노인은 실제로
목회자들의 관심 밖에 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주로 교회가 노인들에게 해
줄 것은 많은데 비해, 노인들이 교회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효과나 적극적인 교회 활동
에 기대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2) 교회가 노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예들을 일본과 독일 그리고 몇몇의 교회
들의 예를 들어 소개하여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가 실제로 노인들이 사회 할동
참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능한 예들을 알려준다. 이는 노인들을 위한 사역의 정당
성과 또 소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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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의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다시 그들을 신체적 조건과 삶의 경험
에 따라 섬김의 대상과 실제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다르
게 대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함은 노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좋은 출발점을 마
련해 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아쉬움을 갖는다.
먼저는 노인과 고령층 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논문의 취지를 살려“노인”이라는 한
가지로 통일 하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자연적인 나이로만이 아니라 그 말이 담
고 있는 의미에 맞는 대상을 좀더 정확하게 하였더라면 그들의 문제와 대안이 좀더
분명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의 노인과 그들의 문제
와 해법!). 그렇게 볼 때 본 논문은 내용상 노인 전체 보다는 전문직 종사자였기에 은
퇴후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도퇴되지 않고 오히려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같
은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사회에 기여할 소지가 있는 노인들과 육체적으로 활동
에 크게 지장이 없어 젊은이들과도 경쟁할 만한 노인들로서 특히 도시 교회에 대안으
로 보여지기에 오히려 대상을 좀 더 분명하게 하였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노인에 대한 섬김을 해야하는 교회사역을 위한 신학적인 대안의 아수움이다. 왜
노인의 사회 문제들은 다루면서 실제로는 “노인”이라는 개념에 속한 그들의 일반적이
고 보편적인 특성과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하는 신학적인 근거와 그런 의미에
서 교회만이 그렇기에 다르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교회를 위한 제안이라는 가장 중요한 논문의 논지에 아쉬움을 갖게 한다. 노인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왜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와 노인
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노인에 대한 교회의 대안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명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의미에 인간이 나이 들어 노인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한 사회의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고령(와)사회가 이 (젊은) 사회에 재앙으로 임하듯 바라보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 왜냐면 결국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회가 경제성
과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서 결국은 노
인도 전문직이었거나, 신체 활동이 원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활동을 통한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평생을
일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그들이 노후를 걱정하며 다시 직업 전선으로 내몰려야하
는가? 의 문제는 이 사회가 노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문제를 희석시
키고,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노인의 삶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통계의 문제이다. 노인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인지, 노인이 노약해서 문제인지? 노
인 범죄가 많아져서 문제인지, 노인이 전례 없이 악해져서 문제인지? 노인의 자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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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적다는 통계는 그분들이 자기 확인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지 아니면 노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는 사회 구조의 문제인지?
사실 젊은 학생들의 사회봉사는 실제적인 봉사보다도 대학 진학을 위한 봉사 실적위
주로 쓰여지고 있고 또 그들은 입시 때 그것 자체를 사회 봉사로 착각하고 있음 안타
깝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의 말처럼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타덕 자살”을 택할 정도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과 떳떳하게 살기 위해
휴지 줍기등을 나서는 노인들의 대한 평가가 통계치수를 들 토안 젊은이들과 단순비
교로 자원봉사도 잘하지 않는 노인들로 비쳐지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회 속에서의 고독사와 휴지줍기 등으로 내몰린 노인 복지와
안전망에 대한 문제와 그에 대한 교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자성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실 이 논문의 서론은 이러한 “가난하고 병든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를 언급하지만 대안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
회는 노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정책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노
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정책, 노인보호정책, 여가활
용정책, 노부모 동거가족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가족의 부양기능이 노인문제 해결에 미
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복지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부양문제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의존성 높은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욕구가 더욱 증
대하고 되어,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을 위한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갖는 복지, 특히 노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가
스스로 마련한 이념적 복지 정책을 이룰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
러한 의미에서 교회를 포함한 종교 단체들이 이러한 국가적인 법의 체제 속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국가와 협력하여 이루는 사회 복지의 특수한 형태들이 80년대 후반부
터 한국 사회의 복지를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적지 않
은 교회나 단체들이 노인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보다는 자신들의 열악한 경제적인 현
실을 극복하기 위한 영리를 위하여 이러한 사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노인 복지가 갖는 또 하나의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를 유발하였는데 이것
이 비전문적인 봉사의 문제다.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을 이해하고 그
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대상에 맞는 봉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거를 위한 정치
적인 이해관계나 그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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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코니아학적 조언 2
정재영 교수의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방안”에 대한 논찬
옥 진 한 박사

(기감 수봉로교회 /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문제와 미래교회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
는 길을, 노인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주체로 세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제
안하며 찾고 있는 정재영 박사의 논문은 우리사회가 풀어가야 할 고령화 사회 문제에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구성원 중의 노인을 섬김을 받기만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로 초대하고 있는 정 박사의 제안은 디아코니아신학을 공부한 본 논찬
자가 크게 수긍하지 않을 수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 논찬자는 벤틀란트와 필리피로 대변되는 현대 디아코니아 신학의 두
흐름으로부터 정 박사의 논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디아코니아신학자 하인츠 디트리히 벤틀란트(Heinz-Dietrich Wendland)는 독일
개신교 디아코니가 직면한 곤경을 두 차원으로 보았는데, 첫 번째 곤경은 신학적으로
디아코니를 돌보는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곤경은 오늘날 사회
적 변화에서 오는 곤경으로, 이 두 가지 곤경이 디아코니아의 신학적 장소를 새로이
규정하고 찾아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고, ‘교회 공동체에 디아코니아로서 현
존하시는 그리스도’와 ‘세상 곤경과 고통의 심연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현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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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긴장 사이에 디아코니아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회적 디아코니아’를 주창하였
습니다.
이에 반하여 파울 필립피(Paul Philippi)는, 사회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와 도울
능력이 있는 자가 혼재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데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구성하며 상호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면서 ‘교회의 디아코니아’
를 주창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맹인으로서 귀머거리에게 도울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귀머거리가 마비된 자에게, 그리고 마비된 자가 다시 맹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
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 구성원 간에 상호 예속의 그리스도 형태가
보인다.’면서 루터를 인용하여 표현하기를 ‘그 섬기는 인자는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그
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로써 이들이 그를 따르고 이들이 그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
에 몫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시자이다. 이들은 그의 일을 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는데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들이 그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의
책임으로서의 디아코니아’를 피력한 것입니다.
정재영 박사의 고령화 사회를 맞아 교회 안의 요건을 갖춘 건강한 노인들을 섬김
의 주체로 세우자는 논거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도록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주
제이며 또한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는, 교회로서는 반드시 수행해야할 사
회적 역할임에 분명합니다.
정 박사의 논문을 현대 디아코니아신학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벤트란트가 주창
한 사회적 디아코니아, 즉 교회는 섬김공동체라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 구조 안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 3.고령층의 사회활동 1)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6쪽 9째줄 이하에 “교회는 봉
사의 사명을 갖고 있다. 봉사란,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일, 곧
예배드림을 말한다면,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일, 곧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
는 모든 노력을 뜻한다.”라는 디아코니아에 대한 간략한 풀이말은 벤트란트의 사회적
디아코니아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러나 필립피는 교회가, 각각 그 자체가 돕는 일을 위해 운명 지어진, 돕는 자의
공동체로 간주되는 것에 반대하고, 교회는 그 자체 안에서 상호 간에 서로 돕는 공동
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교회는 세상에 인류애적인 공동생활에 대해
하나의 구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인들에 대
해서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을 테르툴리아누스에게서 보게 되는 것처럼) 상호 섬김으
로써 세상에 디아코니아적 표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세상이 기다리고 계산에 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기여가 아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필립피의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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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 조명에 따르자면 교회 안의 고령층 자원을 사회참여적인 섬김의 주체로 세우
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
를 돕도록 하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미래사회를 염려하며 교회가 사회 참여적 주체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희망하면서 교회 안의 고령층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정
재영 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논찬자는 교회가 고령화 문제에서 있어서(그뿐
만 아니라 다른 여타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디아코니아와 관련하여 모색하고자할
때에는, 디아코니아신학의 두 흐름을 아울러서, 교회 공동체 그 자체 안에서 상호 섬
김으로서 교회의 교회됨을 사회에 보여주는 대조 공동체가 되어야함을 피력해야하며
더 나아가 교회의 사회 참여적 섬김의 길을 지향해야함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하면서 논찬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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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한국실천신학회 조직표
고문

책임고문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박근원
정장복
김외식
김종렬
문성모
백상열
위형윤
김윤규
이요섭
조기연
김세광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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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이사회

나형석
김충렬
김한옥
권명수
문병하
김순환
이현웅
조성돈
김성민
류해룡
김옥순
김경진
이말테
신현광
김홍근
김선일
김운용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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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대학교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교수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협성대학교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루터대학교 교수
안양대학교 교수
한세대학교 교수
웨스트민스터신학대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회장
선임부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
감사

제21대 임원명단

한재동
조재국
김경진
황병준
김명실
류원렬
최진봉
김경은
민장배
김경석
문병하
서승룡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호서대학교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평택대학교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성결대학교 교수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전공학술분과 회장

목회사회/리더십분과
설교분과
상담치료분과
영성분과
예배분과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복지
교회성장/전도/선교분과
교회교육분과
학술발표분과위원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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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돈
이현웅
김홍근
김수천
안덕원
김옥순
김선일
신현광
정재영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신학과실천 논문편집위원회

발행인
한재동
편집위원장
위형윤
부편집위원장
김명실
회계
김상백
부회계
김형락
김한옥 허도화 이현웅 이명희 황병준 안 석 민장배
편집위원 한재동
오오현 차명호 朴憲郁 Paul Huh 간사 : 이정광 김수천

특별연구분과위원회

국제학술분과위원장
홍주민 박사 한국신학대학교 연구교수
간사
최동규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학술발표분과위원장
문병하 박사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간사
정재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문편집분과 위원장 위형윤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간사
안 석 박사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논문자체평가 및
이현웅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심사분과위원장
간사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위형윤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학진등재업무추진
공동위원장
나형석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국제관계진흥위원회위원장 이말테 박사 루터대학교 교수
간 사 / 반신환(한남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위 원 / 김나함(독일 마부르크대학교 교수)
허정갑(미국 콜롬비아신학대학원 교수)
학회발전기금조성위원회위원
문성모
박사 /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장
간 사 / 위형윤
위 원 / 김윤규(기장) 조기연(성결교) 김세광(예장통합)
간사 및 위 원
이요섭(감리교) 조재국(감리교) 이명희(침례교)
박해정(감리교) 민화규(예장대신)
실천신학대전
위형윤 박사 / 안양대학교 교수
편찬위원회위원장
간 사 / 안 석 이정광 김수천
간사 및 위 원 위 원 / 김윤규 조기연 김세광 안민숙 유재원 그 외
전공분과별
한국세시풍속과교회력연구위원장 김순환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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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및 위원
한국전통혼상제및기독교
성례전연구위원장
간 사 및 위원
한국10대성장동력교회위원회위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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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국 박사 / 연세대학교 교수
간 사 / 조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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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