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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장소구분
9:00-10:00
10:00-10:30
발표1
10:30-11:15
(45분)

발표2
11:15-12:00
(45분)
12:00-13:00

제60회 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정표
장소 A
2층 소예배실

장소 B
1층 108호
등록 및 접수
개회예배 (대학교회 대예배실)
1-A
1-B
발표자:
발표자: 양성진박사(감신대)
김남식박사(서울신대)
“내면인식(Internal
“Heinz Kohut의 자기
위한 영성
심리학으로 본 예수님의 Awareness)을
교육의
가능성
연구:
동행 전도”
내면가족체계를
중심으로“
좌장: 김선일박사(웨신대) 좌장: 한상진박사(총신대)
논찬1:
논찬1: 강문규박사(안양대)
오성욱박사(서울신대)
논찬2: 황병배박사(협성대) 논찬2: 이종민박사(신안산대)
2-B
2-A
발표자: 박원길박사(호서대) 발표자:
“선교적 교회의 목회리더십” 조혜경박사(한국성서대)
사회를 대비한
좌장: 구병옥박사(개신대) “고령화
영유치부
전도에 대한 연구”
논찬1:
좌장:
황병준박사(호서대)
최재성박사(서울신대)
김선일박사(웨신대)
논찬2: 조재국박사(연세대) 논찬1:
논찬2: 정은상박사(총신대)

발표3
13:00-13:45
(45분)

3-A
발표자: 계재광박사(한남대)
“관계적 삼위일체론으로 본
교회의 본질”
좌장:
조성돈박사(실천신학대)
논찬1:
김상백박사(순복음대)
논찬2: 조성호박사
(서울신대)

발표4
13:45-14:30
(45분)

4-A
발표자: 유은호박사(서강대)
“이집트 초기 사막
수도승들의 관상기도
-에바그리우스를 중심으로”
좌장: 김상백박사(순복음대)
논찬1: 양정호박사(전주대)
논찬2: 김수천박사(협성대)

14:30-15:00

장소 C
1층 106호

1-C
발표자: 전창희박사(협성대)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
좌장: 나형석박사(협성대)
논찬1: 김형락박사(서울신대)
논찬2: 김명실박사(영남신대)
2-C
안석박사(크리스찬치유상담대)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치유상담”
좌장: 권명수박사(한신대)
논찬1: 김홍근박사(한세대)
논찬2: 장정은박사(이화여대)

점심시간

3-B
발표자: 박인갑박사(감신대)
“요한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에
관한 연구”
좌장: 김한호박사(서울장신대)
논찬1:
김옥순박사(한일장신대)
논찬2: 옥진한박사(감신대)

3-C
발표자: 박은정박사(웨신대)
“부모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사례연구”
좌장: 김경진박사(장신대)
논찬1: 김기철박사(배재대)
논찬2: 강은영박사(숭의여대)

4-B
발표자: 김광석박사(장신대)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에 관한 연구”
좌장: 최진봉박사(장신대)
논찬1: 김양일박사(영남신대)
논찬2:
김지혁박사(실천신학대)

4-C
발표자:
김선미박사(한일장신대)
“종교중독성에서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응”
좌장: 김충렬박사(한일장신대)
논찬1: 민장배박사(성결대)
논찬2: 김병석박사(숭의여대)

종합토론 및 폐회

* 세션발표(총45분): 발표(20분), 논찬1(5분), 논찬2(5분), 질의(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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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장소 A>: 2층 소예배실
구분
1-A

2-A
3-A

4-A

좌장

발표자

김선일

김남식

(웨신대)

(서울신대)

논문제목
Heinz Kohut의 자기
심리학으로 본 예수님의
동행 전도

논찬1

논찬2

오성욱

황병배

(서울신대)

(협성대)

구병옥

박원길

선교적 교회의

최재성

조재국

(개신대)

(호서대)

목회리더십연구

(서울신대)

(연세대)

조성돈

계재광

관계적 삼위일체론으로 본

김상백

조성호

(실천신대)

(한남대)

교회의 본질

(순복음대)

(서울신대)

김상백

유은호

(순복음대)

(서강대)

이집트 초기 사막 수도승들의
관상기도 -에바그리우스를
중심으로

양정호

김수천

(전주대)

(협성대)

Page
13

99
303

275

* 세션발표(총45분) 발표(20분), 논찬1(5분), 논찬2(5분), 질의(15분)

<논문발표장소 B>: 1층 108호 세미나실*
구분
1-B
2-B
3-B
4-B

좌장
한상진
(총신대)
황병준
(호서대)
김한호
(서울장신대)
죄진봉
(장신대)

발표자
양성진
(감신대)
조혜경
(한국성서대)
박인갑
(감신대)
김광석
(장신대)

논문제목
내면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 교육의 가능성 연구:
내면가족체계를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영유치부
전도에 대한 연구
요한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에
관한 연구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에 관한 연구

논찬1
강문규
(안양대)
김선일
(웨신대)
김옥순
(한일장신
대)
김양일
(영남신학대)

논찬2
이종민
(신안산대)
정은상
(총신대)
옥진한
(감신대)
김지혁
(실천신학대)

* 인원이 초과되어 장소가 협소할 경우 지하1층 회의실로 변경 가능합니다.
* 세션발표(총45분) 발표(20분), 논찬1(5분), 논찬2(5분), 질의(15분)

Page
45
127
211
181

<논문발표장소 C>: 1층 106호 세미나실*
구분
1-C

2-C

3-C
4-C

좌장

발표자

나형석

전창희

(협성대)

(협성대)

권명수
(한신대)

안석
(크리스찬
치유상담대

김경진

박은정

(장신대)

(웨신대)

김충렬

김선미

(한일장신대)

(한일장신대)

논문제목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치유상담
부모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사례연구
종교중독성에서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응

논찬1

논찬2

김형락

김명실

(서울신대)

(영남신대)

김홍근

장정은

(한세대)

(이화여대)

김기철

강은영

(배재대)

(숭의여대)

민장배

김병석

(성결대)

(숭의여대)

* 인원이 초과되어 장소가 협소할 경우 지하1층 회의실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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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3

155

245
335

개회예배
사회: 한재동 목사
입례기도 ------------------------------------------------------- 사회자
개회찬송 -------------- 새35(큰 영화로신 주), 1, 2절----------------- 다같이
큰 영화로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님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주 예수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중보기도 -------------------------------------------------- 조재국 목사
성경봉독 ------------- (일어서서): 잠28.2; 29.7---------------- 김경진 목사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
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잠28:2).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
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잠29:7).
반 성 --------------- 실천신학자의 시대적 역할 ------------- 한재동 목사
공동고백 ------------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경--------------------- 다같이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으니, 그분은 아버지시고, 전능님이시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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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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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35(큰 영화로신 주), 3, 4절 ---------------- 다같이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님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주님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님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축

도 -------------------------------------------------- 나형석 목사

임원-이사진 및 신규참가자 소개 ------------------------------ 한재동 회장
감사패 증정(직전 이사장, 회장, 회계) --------------------------- 한재동 회장
광 고 -------------------------------------------------- 황병준 총무
___________________
오후 마지막 종합토론 사회 ------------------------------------ 김충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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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는 말씀 ￭
1.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 감사드리며,
모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아낌없이 해주신 이화여
대 안선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 본 학회 개최를 위해 연세대학교 교목실(조재국박사, 학회 부회장)에서 후원금(5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학술대회는 3군데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현재장소는 3층 대예배실이며, A장소는 2
층 소예배실이고, B장소는 1층 108호와 C장소는 1층 106호입니다. 간식은 2층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간에는 2층 로비에서 다과를 즐기실 수 있으며, 임원
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2층 접수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4. 개회예배 후 기념촬영이 1층 입구(외부층계)에서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기학술대회 종료 후 오후 3시부터 <임원-분과회장단-이사회 연석회의>가 2층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학회임원, 분과회장, 이사, 학술편집위원회, 회계, 부회계 모
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 학술대회지원사업(인문사회, 예체능 및 복합학 분야) 신규
과제 공모에 한국실천신학회가 선정되어 사업비9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 제61회 정기학술대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2016년 9월 24일(토)
장소: 미정(추후공지)
주제: “100세 시대와 목회”
9월 학회를 위해 비중 있는 학자나 전문가를 추천해 주실 분은 6월30일까지 각 분과
위원장이나 총무(vandy26@hanmail.net)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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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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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63회 정기학술대회 안내
일시: 2017년 2월 10일(금) 오후1시 - 2월 11일(토) 오후12시
장소: 부평 카리스호텔
주제:“인성회복과 실천신학”
10. 실천신학회 회원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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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차권 안내 - 4시간용(3,000원), 종일권(4,000원)
*주차권을 원하시는 분은 2층 접수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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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A 발표
Heinz Kohut의 자기 심리학으로 본
예수님의 동행 전도
김 남 식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전도학)

I. 들어가는 말
고대 전통에서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은 한마디로 모방이라고 할 수
있다. 열두 제자에게 있어서 모방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스승에게서 지식을 얻는 것만
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Christlikeness)을 말한다.1) 문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
는 과정이 없이는 사도들의 전도사역이 비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분명 열두
제자의 부르심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였다. 따라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소그룹은 사역
중심의 그룹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보다 먼저 사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동행하셨을 가능성
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대와 헬라 전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동
행 전도를 통해 “하나 됨(one-ness)”을 강조하셨다(요 17:21). 이것은 예수님의 동행
전도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
라서 예수님의 동행 전도와 그리스도를 닮음(Christlikeness)의 관계를 실천적인 측면
1) Colem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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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예수님의 동행 전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밝히려 한다
면 어떻게 접근해서 연구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목회 심리학
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을 이해함으로써, 예수님
과의 동행을 통해 열두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밟아갔는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인즈 코훗(Heniz Kohut)의 자기 심리학적인 이
론을 바탕으로 접근하려 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행 전도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II. 넵(Knapp)과 뉴그렌(Newgren)의 성부 성자의 자기 심리학적 해석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인 하인츠 코훗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아(infant)는
자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과정 즉, 거울화(mirroring), 이상화(idealizing), 동일
화(twinship) 전이를 거친다고 본다. 코훗은 대부분의 아기들은 유아기의 자아 발달과
정에서 이러한 단계를 밟는다고 본다.
첫 번째 단계로, 2세에서 4세 사이에 아이는 거울화 전이2)(mirroring transference)
를 경험한다고 본다.3) 코훗은 거울화 전이에 대해 아기들은 보통 자신이 완벽하다고
보고 부모로부터 자신의 신념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4) 이 과정에서 부모들
은 자기 대상의 역할을 한다. 온슈타인은 자기 대상에 대하여 “자기 대상은 자아가 발
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적절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말하며 이 대상과
항상 함께 해야 하며 이 대상을 중심으로 (아기의)자아가 발달한다.”고 말한다.5) 자기
대상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거대 자아’를 발달시킨다.6) 코훗은 거울
전이의 필요성에 대해 “거대 자아의 발달의 요인은 단순히 아이의 나르시시즘에 의해
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인격의 특성에도 영
향을 받는다.”고 말한다.7) 이러한 맥락에서 화이트와 바이너는 거울 전이에 대해 “코
2) 전이(transference)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아기에서 자기대상을 무의식적
으로 닮아가려는 과정을 말한다(참조: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8th ed. 1976).
3) Joshua J. Knabb & Kevin P. Newgren, “The Craftsman and His Apprentice: A
Kohutian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Narratives of Jesus Christ,” Pastoral Psychol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Published online: 10 August 2010), 247.
4) Heinz Kohut, The Analysis of Self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1971), 106.
5) Majorie Taggart White and Marcella Bakur Wein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 Psychology (New York, NY: Brunner/Mazel Inc, 1986), 13.
6) Kohut, The Analysis of Self,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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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은 거울 전이의 필요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나르시시즘
이 인류의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것과 더불어 건강한 자존감 발달을 위해서 거울 전
이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고 말한다.8)
두 번째 단계로, 아이는 4세부터 6세에 걸쳐 ‘이상화 전이(idealizing transference)’
를 겪게 된다.9) 코훗은 이상화 전이에 대하여 “이상화된 부모의 형상 혹은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완전하다는 나르시시즘을 확인받기를 원하는 초기 심리적 상태의 원상
회복을 일으키고자 하는 단계”라고 말한다.10) 만일 이상화 전이가 실패하면, 아이는
공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아이가 자기 대상과 분리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자기
대상 즉, 부모와 함께함을 유지하려고 한다.11) 레젬은 이상화 전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상화의 필요성은 한 사람이 독립된 자아로서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며 보호
받고, 존중받으며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수용받
기를 원하고 함께함을 원하고 안정되면서도 강력한, 차분하면서도 현명한 그
리고 보호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할 때 대두된다. 이 기간에 걸쳐서 이
러한 필요성은 이상적인 부모 대상과 반드시 융합하기를 원하는 욕구로 발전
하게 되며 부모가 결국은 상상했던 만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게 되는 단계이다.12)
이러한 점에서 그린버그와 미첼은 자아 발달과정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
속, 지속성, 흡수력(resilience)이 필요하다고 본다.13) 코훗에 따르면, 아기는 자기 자신
을 한쪽 혹은 양쪽 부모 모두를 이상화 시켜 자기 대상을 확립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이에 부모는 “전능한 존재”로 인식된다고 한다.14) 따라서 이상화 전이는 아기가 자신
7) Ibid., 107.
8) Majorie Taggart White and Marcella Bakur Wein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 Psychology (New York, NY: Brunner/Mazel Inc, 1986), 11.
9) Joshua J. Knabb & Kevin P. Newgren, “The Craftsman and His Apprentice: A
Kohutian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Narratives of Jesus Christ,” Pastoral Psychol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Published online: 10 August 2010), 247.
10) Heinz Kohut,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in Search for The Self vol. I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68), 479.
11) Kohut, The Analysis of Self, 37.
12) Knabb and Newgren, “The Craftsman and His Apprentice: A Kohutian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Narratives of Jesus Christ,” 247-248.
13) Ibid., 246.
14) Kohut, The Analysis of Self,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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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모와 같이 완벽한 존재로 인지하고 싶어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이
방해받게 되면, 아이는 실패감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자아 발달 과정에서, 동일화 전이(twinship transference)가 일어
난다. 동일화 전이에 대해서 코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대 자아가 덜 활성화된 상태에서 나르시시즘이 강하게 고착된(cathected) 대상은
거대 자아와 같은 존재라고 느끼거나 유사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거대 자아
의 활성화에 대한 전이의 변이는 대체 자아 전이 혹은 동일화 전이라고 여겨 질 수
있다.15)
동일화 전이에 대해서 넵과 뉴그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기는 다른 이와 동질감을 경험하고자 동일화 경험을 필요로 한다(Lessem 2005).
자신과 닮은 대상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Lee and Martin 1991, Lessem 2005). 리와 마틴은 다른 사람과의 동일화 경험은
“조용히 함께함”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함께함”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닮음
에 대한 욕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Kohut 1984).16)

간단히 말해서, 부모라는 자기 대상과의 함께함 그 자체가 아이로 하여금 안정감
을 준다. 이에 코훗은 이 안정감에 대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비록 어릴지라도 강력하
고도 광범위한 안정감을 주는데 이것은 결국 인간들 사이에서 스스로 인간임을 느끼
는 감정이다”라고 말한다.17)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자기 대상과 함께하는 동행이 닮음
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말해준다.
예수님의 동행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관계가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내포되어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요 1:12). 따라서 만일 코훗 이론을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예
수님의 동행 전도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Christlikeness)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코훗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예수님과 열두 제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서 ‘닮음(likeness)’을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열두
제자들의 그리스도의 ‘닮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5) Ibid., 115.
16) Knabb and Newgren, “The Craftsman and His Apprentice: A Kohutian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Narratives of Jesus Christ,” 248.
17)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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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넵과 뉴그렌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닮음에 대해서 코훗
이론을 이용한 목회 심리학적 접근으로 설명한다. 넵과 뉴그렌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
이에서 일어나는 삶의 전이를 다룰 때, 앞에서 말한 거울화 전이, 이상화 전이, 동일화
전이로 닮음의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넵과 뉴그렌의 접근이 합당하면, 예수님의 동
행 전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는 ‘왜 예수님
이 열두 제자와 동행하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해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셨
다(마 8:29; 3:17; 14:33; 16:16; 막 3:11; 15:39; 눅 1:35;). 이러한 확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닮음이 나타난다(요 5:17, 5:19–
21, 7:16–18, 7:28–29, 8:16–18, 8:29, 10:30, 10:37, 12:44–45, 12:49–50, 14:6–7, 14:9
–10, 15:23, 16:15, 16:28, 17:10).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닮음이 곧 예수님으로 하
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로서 일하게 할 수 있었고 기적을 행하게 할 수 있
었기 때문에,18) 하나님의 닮음 없이는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확정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넵과 뉴그렌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닮음
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복음서 구절을 기반으로 예수님
은 거울 전이, 이상화 전이, 동일화 전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를, 코훗의 용어로 ‘결속된 자아 구조’ 유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19)
각 단계에 있어서, 첫째, 거울 전이 단계에 관련하여, 넵과 뉴그렌은 하나님의 아
들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마 3:17), 거울 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구조 안
에서 일어났다고 본다.20) 코훗의 거울 전이의 개념에 의하면, 자아 구조는 주로 부모
의 긍정적인 반응에 강화된다.21) 이에 대해 넵과 뉴그렌은 “성부 하나님은 칭송과 존
중, 사랑, 인정 등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에게 반응하신 것처럼 보이고, 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자아구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22)
또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반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다. 예수님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공존의 개
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넵과 뉴그렌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
18) Geza Vermes, Jesus The Jew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81), 200-201.
19) Knabb and Newgren, “The Craftsman and His Apprentice: A Kohutian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Narratives of Jesus Christ,” 249.
20) Ibid., 250.
21)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52.
22) Knabb and Newgren, “The Craftsman and His Apprentice: A Kohutian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Narratives of Jesus Christ,” 250.
- 17 -

속적인 거울 전이에 대해 “아들의 모습 속에 아버지가 비추어지고 독생자라는 믿음이
예수님의 자아 인식이라는 점을 요한은 암시하고 있다(요 1:18)”고 말한다.23)
거울 전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
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
는 그 이시라(요 8:54)”라고 말씀하신다. 이 점을 코훗의 이론으로 분석할 때 넵과 뉴
그렌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자아를 강화시키며 이는 자신의
영광과 존재의 독특성,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아버지를 대신하여 거울과 같이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한다.24)
또한 예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
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요 10:36)”이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넵과 뉴그
렌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이에서 강한 거울 전이가 일
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강한 거울 전이를 경험하는데 그 경험
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그 가치를 여기시는 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25) 예수님의 거울 전이 과정을 평가할 때, 넵과 뉴그렌은 “예수님의
거울 전이 과정은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성부 하나님의 강한 결속을 통해 자아
구조를 강화시키는 핵심적인 과정이다”라고 말한다.26)
둘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이상화 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강조하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요 6:57)”라고 말씀하
신다. 이를 코훗의 관점에 넵과 뉴그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 되고, 이상화의 대상이
며,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
님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주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
셨다. 이 부분을 코훗의 이론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융합되고자 하는
이상이다.27)

이에 예수님께서는 추가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
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
23) Ibid.
24) Ibid., 251.
25) Ibid.
26) Ibid., 252.
2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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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라고 말씀하신다(요 14:28). 코훗 이론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넵과 뉴그
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아 결속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능하신 자에게 돌아가려는 이 생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 죄를 홀로 짊어지
고 갈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이에 완전한 존재로의 귀환에 대한 믿
음은 그의 자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강한 결속력을 갖게 한다.28)

요약하면, 예수님의 자아 확립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필수적이었다고 보인
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아 확립이 이뤄지고 유지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
해서 넵과 뉴그렌은 예수님의 이상화 전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님은 아마도 성부 하나님을 이상화 대상으로 의존하여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과
전능한 능력과 평강의 원천에 기대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화 경험이 없는 개인은 보
통 병리적인 이상이 오게 되는데 즉 과도한 자기 부담, 근심과 의심, 편집증 증세를
겪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위협적이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그의 완전하신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평안하고 안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의 힘을 의존하여 확신과
권능과 목적을 가진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29)

따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기희생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이상화 경험이 예
수님의 헌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인간적인 고뇌로 인하여 고통을 겪으면
서도(마 26:38),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
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기도
하신다.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증거들을 근거로, 동일화 전이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본다(요 5:17; 5:19-21).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유는 하
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넵과 뉴그렌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서 넵과 뉴그렌은 “예수
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잠잠히 바로 옆에
서 함께 해주는 멘토가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30)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과의 동
28) Ibid., 252-253.
29) Ibid., 254-255.
30) Ibid.,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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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이었으며, 이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
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라고 말씀하신다. 코훗의 관점에서 넵과 뉴그렌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코훗 이론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동일화하는 필요조건으로 설명이 가능하
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므로)을 가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아버지를 닮았고 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31)

이러한 동일화 전이를 바탕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Imago Dei) 반영한다. 앤드류 링컨은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대
사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
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32) 이에 동일화 전이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효과적으
로 대표하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 확립 과정에서 자기 확립의 세 가지 단계(거울 전이, 이상화
전이, 동일화 전이)를 거치셨다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과정을 밟으셨는가?’라는 질문
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넵과 뉴그렌의 관점에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됨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이 과정을 보기를 원하셨는
가?’이다. 주요 대상은 바로 열두 제자였을 것이고 열두 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과 하나 됨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의 동행 전도의 목적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III. 예수님의 동행 전도: 코훗 이론 분석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동행 전도는 열두 제자에게 제자 훈련을 위해서 가장 근본
이 되는 요소였다. 특별히 열두 제자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거울 전이,
이상화 전이, 동일화 전이를 목격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동행할 수 있는 허락을 받
았다. 이 허락하심의 이유는 간단히 어떻게 열두 제자 각자가 자신의 자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31) Ibid., 256.
32) Andrew Lincol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John (New York, NY: Continuum,
200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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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보여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즉 자기 부인과 자기희생과 연관
되어 있다(마 16:24).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열두 제자의 경우 완전하지 않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서 자아가 형성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희생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보통 유아기 시절 열두 제자들은 제한된
자기 대상을 통해 이상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또한 성장 가운데서 열두 제자들은 죄
된 욕구와 죄 된 행위로 인해 자아가 오염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거의 모
든 부모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창 1:26)은 흐려졌거나
사라졌을 수도 있다.
예수님의 동행 전도를 통해서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울 전
이와, 이상화 전이, 그리고 동일화 전이를 통한 자아 확립 과정을 동행 전도를 통해
목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은 곧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
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됨을 위해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거울 전이, 이상화 전이, 동일화 전이를 경험했
는지를 논하려고 한다.
1. 예수님의 동행 전도: 거울 전이의 조건
복음서에서 대표적인 몇 장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울 전이
를 함축하고 있다. 거울 전이는 모방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울 전이는 즉석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의 자아와 열두 제자들 자아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복음서에서 몇
몇 제자들은 자신들의 거대 자아 혹은 과장된 자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그런 자신
들의 거대 자아를 인정해주기를 바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베
드로는 예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의견을 보일 때가 있었다(마 16:22; 17:4).
마태복음 16:22에서 쓰인 용어 중에 프로스람바노(proslambanó, προσλαμβάνω),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예수를 붙들고’라는 표현에 사용되었다. 그 원어적 의미는 ‘내 자아
를 취하다’라는 의미이고 그 어원은 람바노(lambánō, λαμβάνω),로 ‘뭔가를 취하다’라는
의미이다. 이 용어의 뒤 배경에 깔린 의미는 ‘강한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태도의 뒷배경에는 예수님의 십자
가보다 베드로의 강한 자아가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33)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
33) Leander E. Keck, “Matthew,”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II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5),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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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충분히 예
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다.34) 베드로는 스승의 계획보다 자신의
자아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다른 제자들의 의지를 반영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35)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
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마태복음 17:4에서도 베드로는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라고 말하면서 자신
의 의지를 표출한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 중 포이에소(poieso, ποιήσω)는 “내가 만들겠
다.”라는 표현에 쓰였다. 신약에서 이 용어가 쓰일 때는 말하는 자의 의지를 표출할
때 쓰인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라는 표현을 하실 때도 쓰였다. 이에 하그너는 베드로의 의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자신이
경험한 신성한 사건을 지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신비한 일을 기념하려는 의
도였다. 이것은 흡사 구약에서 나타난 장막과 같이 거룩한 장소를 기리기 위함이었
으며 이는 하늘과 땅 사이를 하나 되게 한 신성한 세 인물을 상징하기 위함이었
다.36)

따라서 초막 셋에 대한 베드로의 제안은 자신의 초자연적인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베드로의 문제는 변화산에서 겪은 현상적인 일에 집중할 뿐 자신의 자아를 새롭
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훗 이론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을 받은 예수님의 자기와 베드로의 자기 사이에서 거울 전이 없이 베드로
는 자신의 거대 자아를 표출하는데 이는 그의 관점에서 그의 계획이 완벽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빈 빈센트는 강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베드로에 대해 “베
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 했다”고 말한다.37)
베드로의 거대 자기 표출의 정점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마
26:33, 35)하신 직후에 나타난다. 33절에서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
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 표현에서 자신의 자아(ἐγὼ)에 대한 확신
을 드러낸다.38) 하그너는 이 표현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자아를 과장했다고 말한다.39)
34) Donald A. Hagner, “Matthew 14-28,” World Biblical Commentary Vol 33B (Dallas,
TX: Word Books, 1995), 480.
35) Keck, “Matthew,” 349.
36) Hagner, “Matthew 14-28,” 493.
37) Marvin Vincent, “Matthew 17, ” Vincent’s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Accessed on May, 9. 2013, from http://vws.biblecommenter.com/matthew/17.htm.
38) Hagner, “Matthew 14-28,”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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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자신의 자아를 과장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태도
는 자신의 충성을 예수님에게 확인받으려는 의도가 보이며 그 저변에는 예수님이 지
상에서 왕이 되셨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다.40) 또
하나의 이유는 누가 제자들 중에서 크냐는 경쟁이 있었기 때문이다(마 18:1). 특히나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마 26:35).”라고 말한
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열두 제자들은 자신들의 내면세계를 예수님께 다 드러내놓
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열두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서 자신들의 연약함
을 발견하게 된다. 열두 제자들의 자아는 분명 예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다. 따라
서 선 동행 전도 단계와 동행 전도 단계에서, 열두 제자들은 불완전한 자아 구조를 가
졌다고도 볼 수 있다. 스승과 동행하는 동안,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아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기화 한 것처럼 그들의 자아를 예수님의 자아와 동기화 시키지 않
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자아가 반영된 삶의 전이를
통해 열두 제자의 자아를 새롭게 하시려 한 것으로 보인다.
2. 예수님과의 동행: 이상화 전이의 조건
열두 제자에게 이상화 전이는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복음
서에서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요
한과 야고보와 예수님 사이에서의 대화를 볼 때(눅 9:52-55),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서 불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존 놀란드는 야고보와 요한의 제
안은 열왕기하 1:10; 12에서 나타나는 엘리야 사건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봤다. 놀
란드는 이를 “엘리야 같은 행동”으로 불렀다.41)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요한과 야고보
는 자신들이 해묵은 민족 갈등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들을 저명한 선지자와 동일시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요한과 야고보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거대 자아
를 표출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코훗의 관점에서,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바로 비정상적
인 이상화 전이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42) 자신들의 자아를 예수님의 자아를 통해서
이상화하기보다는, 스승과의 밀착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거대 자아를 실현하려는
39) Ibid.
40) Eugene Boring and Fred B. Craddock, “Matthew 26,” The People’s New Testament
Commentary, Accessed on May, 9, 2013, from http://pnt.biblecommenter.com/matthew/26.htm.
41) John Nolland, “Luke 9:21-18:34,” World Biblical Commentary (Nashvil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536.
42) See Kohut, Heinz. (1968).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In The search for The self (vol. I, pp. 477-509).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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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자아를 분명히 하는데 “네가 어떠한 영
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인자가 온 것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
라 구원하러 왔노라(눅 9:55-56 NKJV)”43)라고 누가는 보고한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
님의 뜻이 발현되는 자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제자들이 스
승의 권능을 이용해 민족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놀란드는 요한
과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
었다.”라고 평가한다.44) 이 점은 곧 요한과 야고보는 고난 받으실 아도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상화 전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열두 제자의 거짓
된 이상화 전이는 열두 제자로 하여금 소수자들에게 권위적인 태도를 갖고 다른 이들
에게 자신들의 미움을 드러내게 했다(막 10:13). 어린 아이들을(혹은 유아들)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고대 전통에 따른 것이었다.45) 크레익 에반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거룩
한 자를 만지거나 그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는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한다.46)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려 온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구절에서 마가는 ‘에피티마오(epitimaó, ἐπιτιμάω)’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꾸짖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계획을 반대할 때도 사용
되었던 단어이다(마 16:22). 이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하찮게 여겼다.47)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결과
를 나타냈다. 이러한 태도의 원인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적인 능력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관계 가운데
서 다른 사람들과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분개하셨다”라고 표현한다(막 10:14). 여기서 예수님의 자아와 열두 제자들의 자아 사
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했을까? 아마도 예수님과 열두 제자사이에서 제대로 된 이상
화 전이가 상실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열두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
고 약하고 천대 받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48) 이 또한 열
두 제자의 거짓된 이상화 전이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짓된 이상화의
최고의 정점은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눅 22:49)”라고 말하면서 나
43) 개역한글과 현대어 성경에는 56절이 삭제되어 있다.
44) Nolland, “Luke 9:21-18:34,” 537.
45) Craig A. Evans “Mark 8:27-16:20,” World Biblical Commentary (Nashvil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93.
46) Ibid.
47) Ibid.
48) Joel Marcus, “Mark 8-16,” The Anchor Yale Bible (New Heaven, NY: Yale University
Press, 2009),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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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놀란드는 “38절(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제자들이 이제는
그릇된 적용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49) 왜 그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는
가? 열두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체포되거나 처형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다르게 말하면, 결국 자신들의 거대 자아가 밀착 되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절대로 포
기할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겉보기에 자신들의 스승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
이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거대 자아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열두 제자의 거짓된 이상화 전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성이 되는데 “왜 열두 제자들의 자아는
예수님의 자아와 동기화 되지 않았는가?”이다. 문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들의
자아를 새롭게 하기 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거짓된 이상화 전이가 일어
났다고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선 동행 전도 단계와 동행 전도 단계에서 자기 부인
(self-denial)이라는 제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막 8:34).
신학적인 측면에서 자기 부인은 두 가지 요소와 관련이 되어있다. 즉, 전인 타락
설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다.
첫째, 인성전악설(total depravity)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캘빈주의 입장과 웨슬리
입장이 크게 나누어진다. 캘빈주의 입장에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
나 의로움이 타락한 인간으로서 남아 있지 않다고 본다. 이와는 다르게 웨슬리 입장에
서는 인간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이에
알버트 아웃틀러는 원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웨슬리는 원죄를 믿었으나 죄인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 되었다기보다
는 비극적인 악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전인타락설(인간이 전인적으로 죄에 의해
타락했다)을 믿었지만 인간 안에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는 인성전악설은 거부했다.50)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바탕으로 인간에게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진
자아가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의 자아와 동기화는 불가능하다. 물론, 예수님의 구속
없이 자기 부인 역시 불가능하다. 이에 열두 제자들의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열두 제자의 자기 부인 실패에
49) John Nolland, “Luke 18:35-24:53,” World Biblical Commentary (Nashvil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1088.
50) Albert Outler, Evangelism in The Wesleyan Spirit (Nashville, TN: Tidings, 197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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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W.F 올브라잇과 C.S 만(Mann)은 열두 제자의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역을 하면서 이 땅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에 비추어보면(마 16:27-28) 제자들에게 세상의 것을 추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신 것이다.51)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열두 제자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보일 때마다, 예수님께
서는 열두 제자들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시키려하셨
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곧 헌신의 일부인 자기희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
이다. 웨슬리의 설교에서 첫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의 피조물도 거룩하
고 창조가 자비롭기에 그 피조물도 자비로우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기에
그 피조물도 완전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피조물이 사랑스
러웠다.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한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서는
타락할 수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이 순결하시기에, 아담도 모든 죄에서 그러했다. 그
는 악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였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죄가 없었다. 아담은 하나
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했다.52)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예수님의 자아와
동기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코훗 이론 관점에서 거울 전이와 이상화 전
이는 선 동행 전도 단계와 동행 전도 단계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열두
제자의 회심의 과정에서 보듯이 거울 전이와 이상화 전이는 지속적인 동행 전도 단계
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3. 예수님과의 동행: 동일화 전이의 조건
코훗 이론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다는 것(Christlikeness)은 동일화 전이
(twinship transference)로 볼 수 있다. 동일화 전이는 거대 자아(혹은 과장된 자아)를
대체 자아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53) 사도들에게 있어서 거울 전이, 이상화 전이와
같게 동일화 전이가 언제 일어났는지 복음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51) W.F. Albright and C.S. Mann, Matthew (New York, NY: Doubleday, 1971), 200.
52) John Wesley, “Justification by Faith,” i.1, The Works, I: 184.
53) Kohut, The Analysis of Self,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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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사도들의 실제적인 회심과 비슷하게 그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기가 어렵다. 그
럼에도 거울 전이와 이상화 전이처럼 동일화 전이가 발생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은유적인 장면들이 있다. 동행 전도 단계의 끝 무렵, 예수님의 사도들은54) 예수
님의 부활과 죽음을 뛰어넘는 동행 전도를 경험하면서 다시금 부르심을 입는다(요
21:15-17). 이러한 과정에서 사도들은 아마도 자기 공허(self-emptiness)를 경험했을
수도 있다. 다른 말로하면, 사도들의 거대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동시에 붕
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넘어선 초월적 동행 전도
는(눅 24:37-39) 사도들의 자아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훗의 자기심리학을 이용하여 사도들이 어떻게 자아를 새롭게 했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자아가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인다. 특별히 코훗 이론의 관점에서 사도행전 1:14은 사도들
의 새롭게 된 자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여 진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은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
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다른 상징적인 장면은 바로 베드로의 경우이다. 전과는 다르
게 베드로는 더 이상 위기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준다(행 4:18-20). 이러한 극적인 변
화의 원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코훗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것은 자아 갱신의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들이 성령님을 통한 지속적인 동행
전도 단계에서 예수님을 완전한 자기 대상체로 보고 거울 전이와 이상화 전이, 그리고
동일화 전이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동일화 전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형이어서 만일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끊겨지면 동일화 전이 또한 방
해를 받게 된다(요 15:1-15). 따라서 지속적인 동일화 전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한
지속적인 동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지속적인 동행 전도 단계에서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규칙적인 기도를
하며 동일화 전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행 3:1).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며 자신들의 자아를 새롭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
동의 변화는 사도들의 자아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예수님의 자아와 동일화 전이가 필요했던 것일까?
54) 여기서 열두 제자라는 용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유다 이스카리엇의 배신과 자
살로 인해 유다가 이 열두 제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열
두 제자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개념과 연관이 있다. 사도행전
에서 맛디아가 사도로서 선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슈나벨은 열두 번째 사도의 선출
의 이유에 대하여 “열두 번째 사도 선출은 곧 열둘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
께서 사도에게 부여하신 권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See, Eckhard J. Schnabel,
Early Christian Mission (Downers Grove,IL: InterVasity, 2004),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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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에크하르
트 슈나벨은 누가의 마투스(maturs, μάρτυς)와 마투리아(maturia, μαρτυρια) 즉, ‘증언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의 사용이 의도적이었다고 보고 이는 사도들의 사역을 명
확히 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말한다.55) 증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술적인 진술이
아니라 사도들의 삶으로 보여야 했다. 이에 전도적인 증언은 윤리적인 이슈와 결부되
어 있다. 사도들의 구술적인 증언과 삶이 일치해야 했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도들은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지속적인 동일화 전이가 필요했다.
전도 수사학적인 입장에서 윤리적 요소는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요소를 강조했
다.56) 세속적인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는 자신의 성결한 마음을 증명할 필
요가 없다. 오히려 정치적 사회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중에게 때로는 순수하고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 전도
자가 성결치 못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는 없다. 하나님 안에서 성결할 때,
전도자는 효과적인 전도를 경험할 수 있다. 사도들은 지속적인 동행 전도 단계에서 성
령님과 동행하며 성결을 위한 동일화 전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했다.
신약에서 동일화 전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바울의 고
백이다. 바울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전 1:1)는 새롭게 된 자아 혹은 속사람에
대하여 그 절정의 표현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
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라고 말한
다. 바울은 자신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자신의
자아의 중심이 아닌 대체 자아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바
울이 경험한 동일화 전이가 다른 사도들이 경험한 동일화 전이 과정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도들의 동일화 전이 결과가 어떠했을 지를 유추 할 수 있는 부
분이다. 이는 곧 예수님의 하나 됨을 위한 기도(요 17:2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화
전이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동일화 전이는 순교와 관련이 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이 깨닫
지 못하더라도,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막 10:39; 요
21:18-19). 사도행전 12:2은 사도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했다고 보고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른 사도들도 역시 순교하였다.57) 사도들의 순교를 이해할 때,
55) Eckhard J. Schnabel, Early Christian Mission (Downers Grove,IL: InterVasity,
2004), 394.
56) Patricia Bizzell and Bruce Herzberg, eds. The Rhetorical Tradition 2nd (Bedford/St.
Martin’s, 2001), 586.
57) For more information, see Martyrs Mirror: The Story of Seventeen Centuries of
Christian Martyrdom From the Time of Christ to A.D. 1660 by Thieleman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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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아마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
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코훗의 시각에서 볼 때,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들의 자
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대체 혹은 동기화 됐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순교하
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과 사도들의 자아가 동기화 되어있었다면 사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으
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사도들은 죽음 이후에도 스승이신 예수님과의 동
행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의 약속에 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겠음이라(요 14:18-20).

동일화 전이를 경험하면서 사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행
5:29). 바울 또한 순교의 합리성에 대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라고 말한다.
셋째, 동일화 전이는 사도들의 기적과 관련이 있다. 처음에 열두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다. 마태는 보고하기를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마 10:1)”라고 한다. 그러나 열두
제자는 자신들이 귀신을 퇴치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막 9:28). 이에 대해 스
승이신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마 17:21; 막 9:29)”라고 말씀하신다.58)
이 구절에서 기도의 의미를 이해할 때, 기도 자체는 스승이신 예수님과 자기를
비우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프로세우체(proseuché,προσευχή)라
는 단어를 쓴다. 이 단어의 어원은 프로스(pros, πρός)이고 의미는 목적지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 이다. 이를 근거로 기도의 의미는 스승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움직
임에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 이에 조엘 마커스는 기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활절 이후 시기에는, 스승이신 예수님과 육체적인 만남이 불가능했으나 기도는
Bragt and Joseph F. Sohm (Dec 12, 1938).
58) 한글 성경에서 마태복음 17:21은 생략이 되어 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21절
을 “Howbeit this kind goeth not but by prayer and fasting”으로 표기하면서 기도와
금식의 중요성을 말한다. 마가복음 9:29에선 “This kind can come forth by nothing,
but by prayer and fasting”라고 표기하며 역시 기도와 금식을 표기하고 있으나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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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다. 따라서 사도행전 9:29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신다. 더욱이 이 구절
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점이다.59)
구체적으로, 기도는 예수님이 바라신대로 스승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
는 의도적인 행동이다(요 17:21). 하나님과 하나 됨에 관련하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
리시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신의 모범을 보여주셨다(요 11:41-42). 이와 같
이 열두 제자들의 자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열두 제자들은 기적을 행
할 수가 없었다(막 9:17). 그러나 지속적인 동행 전도 단계에서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
한 자아를 경험했다(행 2:4). 다른 말로하면, 대체 자아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셨고
이적과 기사는 성령이 근원인 것을 말해준다. 이에 바울은 성령님과의 동행을 강조한
다(롬 9:1-2; 14:7; 15:16; 고전 6:11; 엡 2:18; 2:22; 골 1:8). 이러한 맥락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과의 동일화 전이는 동행전도 사역을 위한 필수요소였
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동행 전도는 사도들에게 거울 전이, 이상화 전이, 동일화 전
이의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이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들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전이들이
성인기에서도 가능한가이다. 그 이유는 보통 거울 전이, 이상화 전이, 동일화 전이는
유아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아기에 위와 같은 전이에 실패한 아이
는 성인기에 “결합결핍 증후군(merger-hungry symptom)”을 겪는다. 이에 대해서 넵
과 뉴그렌은 “건강한 성인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항상 함께 해줄 자기 대
상을 지속적으로 찾는다. 코훗 이론 관점에서, 애착 결핍 증후군은 주로 건강하지 못
하거나 병리적인 성인에게서 나타난다.”라고 말한다.60)
따라서 성인기에도 누군가 애착결핍 증후군을 겪고 있다면 그 성인은 거울 전이,
이상화 전이, 동일화 전이를 경험케 해줄 수 있는 자기 대상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완벽한 자기 대상을 찾기는 쉽지 않다. 모든 인간은 완전한 자기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61)
그러나 열두 제자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자기 대상이
었다. 이에 넵과 뉴그렌은 “예수님은 거울 전이와, 이상화 전이, 그리고 동일화 전이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원천”이라고 말한다.62)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기에도 자아 갱신
59) Joel Markus, 665. “Mark 8-16,” The Anchor Yale Bible (New Haven, NJ: Yale
University Press, 2009), 665.
60) Knabb and Newgren, “The Craftsman and His Apprentice: A Kohutian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Narratives of Jesus Christ,” 259.
61) Ibid.
6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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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능한데 오직 완전한 자기 대상을 만났을 때만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훗 이론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넵과
뉴그렌의 다음의 설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의 하나 됨의 필요에 대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뤄질 수
있고 현실적이라는 근거를 두고 한말이며, 자기 심리학 책에서 말하는 성인기에 나
타나는 애착 경험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특질이나 자기애적인 것과는 다른 자기
절제 혹은 케노스(κενοσ)를 경험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애착은
외부적으로 완전한 자아 대상에게 의존할 때만이 건강할 수 있고 이 완전한 대상을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반영하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완전한 자아를
만날 때만이 자기 필요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이 만족 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자아
확립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63)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그들의 자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열두 제자들에게
동행을 허락하셨다. 그의 동행은 그들의 지속적인 자아 갱신을 위해 죽음과 승천 이후
에도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행하셨다. 이에 전도와 제자 양육의 전략에서 왜 시
간과 공간을 넘어 함께 동행이 필요한지를 밝혔다.

IV. 나가는 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하는 동
행의 의미를 하인츠 코웃의 자기 심리학 이
론으로 살펴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
자들에게 단순히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시
기 전에 먼저 그의 기도대로(요 17:21-23) 열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열
두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되기를 원하셨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는 다는 것이 전도에 있
어서 얼마나 중요한 선행 조건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도 대상자 혹은 제자
양육 훈련자를 향해 동행 전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음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
의 동행 전도의 실천적 분석을 볼 때, 전도자가 예수님의 동행 전도를 실천해야 하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동행 전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곧 전도와 제자 양육
6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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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회심, 헌신, 그리스도 닮음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도자가 왜 전
도 대상자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64) 궁극
적으로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그리스도의 닮음을 전해야 하
는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과의 건강한 동행에 포커스를 맞춰
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과의 동행 없이 전도 대상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의미
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그림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림65) 에서 단절되어지는
동행이 결국 정체불명의 교제를 나타내주는 것을 보게 된다. 특별히 B요소가 약하게
될 때, E, F와 D는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음에 있어서 B에서 부터 E,
F, D에 이르기까지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와 동행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전도 대상자
와의 건강한 동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자는 B요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64) Qualifications of trainees are based on Coleman’s criteria: availability, teachability,
and aspiration for God. Therefore, a trainee’s willingness to be discipled is a
requirement. See “Selection” i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for more detail.
65) C.D stands for Christian discipler. N.C means new con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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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1-A-1
“Heinz Kohut의 자기 심리학으로 본 예수님의
동행 전도”에 대한 논찬
오 성 욱 목사
(용인마평교회)

1. 다양한 전도 컨텍스트의 존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신학대학의 신학교육은 목회현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목회
현장과 그 목회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간과한 신학교육은 일종의 형이
상학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학의 본질적 내용은 하나이지만, 역사와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본질적 내용은 다양한 신학의 옷을 입고 있다. 그리하여 유럽의 교회,
북미의 교회, 남미의 교회, 아프리카의 교회, 아시아의 교회는 자신들의 맥락에서 자신
들만의 색깔을 가진 다양한 신학을 세계 교회사에 제출했다.
신학이 이러할 진대, 신학, 그것도 실천신학의 한 분과인 전도학 역시, 역사와 사
회와 문화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전도학이 존재할 것이라는, 아니 존재해야 한다는 당
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도학이 담아야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시대와 문화와 사회를 초월하여 하나 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데 신학의 여러 학문분과 중에서도 전도학 분과에 더 다채로운 이론이 요구
되는 이유는, 전도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단지 시대, 문화, 사회만이 아니라는 것이
다. 교회의 규모와 성도들의 신앙 연륜과 사회적 위치 그리고 교육정도 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각각의 교회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전도이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
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성
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을 전도인으로 양육하는 교육과 교재는 매우 정밀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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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타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실시하는 신학교육은, 현대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의 맥락
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만들어진 커리큘럼에 의거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쉬운 부분은 한국의 신학대학의 신학 커리큘럼은,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대한민국의 평균 교육과정을 이수한 300명 이상의 성
도들로 구성된 교회로,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재정자립이 되는 교회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었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제기한 교회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
고 있는 신학 과목과 각양 프로그램, 특히 실천신학 분야를 환기해 보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300명 이상의 성도에, 자체건물을 구비하고,
재정이 자립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할 수 있는 신학생이 과명 몇 명이나 될까?
300명 성도의 교세를 가진 교회를 암묵적인 대상으로 설계된 신학교육을 열심히 배워
서 “나”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상상해 보라. 열심히 목회상담학을 배웠다. 그런데
상담할 성도가 없다. 유능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화려한 수사학을 저명한 국문과 교
수에게 사사 받고, 음성관리법을 유명 방송인에게 배웠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어줄
청중이 없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다. 교회 운영비를 감당해줄 성도의 헌금
이 없고, 목사 가정의 생활비는 더욱 기대할 수 없다.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다 졸업 후 떠밀리듯 뛰어든 목회현실은 신학교육커리큘
럼과는 무관한 낯선 지대일 뿐이다.
신학대학에서 배운 전도학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물론, 필자는 지금 신학대학에
서 배운 전도학을 비롯한 실천신학 과목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
니다. 적어도 필자가 지목하고 싶은 지점은, 신학 일반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실천신학
은 그 컨텍스트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신학대학의 여러 가지 여건상 기성화 되고 자립
된 교회를 배경으로 신학이론을 수립하고 있기에 특수한 교회 현장, 특히 개척교회 현
장에서는 신학대학에서 배운 실천신학의 제이론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개척교회 목사인 필자에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개척교회 현실에서 암묵적으
로 통용되는 전도의 이론과 실재였다. 신학교와 신대원에 ‘전도이론과 실재’라는 과목
이 필수라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전도학을 풍성하게 배웠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전도학 과목 이외에 비공식적인 전도프로그램도 배웠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개척교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전도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즉, 무조건 전도지를 많이 뿌려야 하고, 무조건 다량의 전도물
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무한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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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신학교 때 배운 다양한 전도이론들이 상정하고 있는 전도대상을 개척교회 현실에
서 찾아본다는 것은 매우 큰 상상력을 요구한다. 전도대상자들 중에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지닌 비기독교인은 개척교회 전도 레이더망에 여간해서는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개척교회 담임목사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술에 절반쯤 취
해 있거나, 매캐한 담배연기를 연실 뿜어대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듣기 거북한 욕설을
입에 달고 계신 분들이 주종을 이룬다. 저들에게 고상하고 논리적인 전도이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2. 개척교회 전도이론을 찾다가 만난 김남식 박사
필자가 전개하고 있는 주장을 오해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필자는 필자가 신학교에서 배운 전도학 이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도학 이론이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 그 전도 이론이 나름대로 현장에서 검증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문제 설정은 어떠한 전도학도 모
든 컨텍스트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더 많은 전도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개척교회라는 전도의 사각지대에서는 보다 정밀하고 개척교
회 친화적인 전도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가 김남식 박사를 만난 것은, 인생과 목회에 있어 흔치 않는
행운이다. 교회부흥과 이에 따른 전도전략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김남식 박사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김박사님은 전북대학교에서 독문학을 전공하시고, 서울신대 신학대
학원을 졸업하신 후, 네덜란드 WEC 코너스톤 바이블 칼리지에서 선교학을 공부하신
후, 최종적으로 미국 애즈베리 신학대학에서 전도학으로 학위(Ph.D)를 취득하셨다. 전
도학이라는 주제로 취득한 박사학위라서 귀하고, 학위를 수여한 학교가 북미복음주의
를 대표하는 애즈베리신학대학 이여서 더욱 귀하다.
김남식 박사는 “동행전도”1)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도이론을 필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김박사의 동행전도는, 교회성장학의 수단으로서 전도학이나 혹은 변증설교나
회심설교의 핵심대요로서 전도학을 주로 생각하고 배웠던 기억을 깔끔하게 일소해 주
었다. 그리고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연상시켜 주는 교회부흥, 회심, 변증,
전도폭발이라는 주제에 대한 거명 없이, ‘그리스도를 닮음(Christlikeness)’, ‘하나됨
1) “동행전도” 이론은 김남식 박사가 제출한 독특한 전도이론이다. 이 전도 이론은, 콜만
(Robert Coleman)이 “전도의 원리”에서 제기한 “왜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 집중하셨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부터 출발되었다. 다음을 참고 하라: Robert
Colem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Grand Rapids, MI: Baker Publishing
Grou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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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ness),’ ‘자아구조를 강화시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회복’, ‘자기부인
(self-denial)’, ‘자아를 새롭게 함,’ ‘순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다소
진보 신학적인 언어군과 개념을 가지고 복음주의 전도학을 펼쳐 보이셨다는 점이 매
우 인상적이었다. 김남식 박사의 “동행전도학”은 필자에게 전도이론에 대한 지평확대
를 도모 했을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를 섬기며 전도에 대해 늘 생각하는 필자에게 소
중한 빛을 던져 주었다.
3.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배태된 “동행전도 이론”2)
영아의 자아 형성을 심도 있게 연구한 하인츠 코훗(Heinz Kohut)은 부모와 영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영아들의 발달과정을 “거울화(mirroring), 이상화(idealizing), 동일
화(twinship)”라는 차원에서 해명하고 있다. 거울전이 과정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신념을 확인받고 싶어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의 “거대자아”가 발전한
다. 이상화 전이과정에서, 이상화 전이과정에 도달한 아이는 부모의 보호와 수용 받기
를 원하고, 부모와 온전하게 결속되고 흡수되어 자신을 부모와 같이 완벽한 존재로 인
식하게 된다. 동일화 전이과정을 통해, 아이는 타인과 동질감을 경험하고, “자신과 닮
은 대상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여기서
동일화 전이의 과정에서 “조용히 함께함”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서 아이는 안정감과
살아있음을 느끼고, 여기서부터 “닮음”이 시작된다. 이러한 코훗의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넵(Knapp)과 뉴그렌(Newgren)은 ‘자기심리학적 해석’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적용하여 새로운 목회심리학적 이론을 제출했다. 김남식 박사는 코훗, 넵, 그리
고 뉴그렌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동행을 통해서 제자들의 자
아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찰하는 사유의 틀로 사용하였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그들의 자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열두 제자들에게 동행을 허락하셨다. 그의 동행은
그들의 지속적인 자아 갱신을 위해 죽음과 승천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행하셨다. 이에 전도와 제자 양육의 전략에서 왜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함께 동행이
필요한지를 밝혔다.”
김박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과의 “동행”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를 닮음”에로 이끄는 핵심적인 동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김박사는 그리
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거울화 전이, 이상화 전이, 그리고 동일화 전
이를 거치면서 세계복음화의 진정한 역군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고 주장
한다. 그런데 김박사는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동행전도와 연동해서 정리하고
2) 김남식 박사의 “동행전도”에 대한 전모는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라: 김남식, 『동행 전
도학』 (인천: 한국전도학 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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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예수님의 동행전도”가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울전이의 조건”이다. 거울전
이는 “모방과정”과 매우 유사한데, 제자들에게 거울전이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기화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기화 시키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자아가 반영된 삶의 전이를 통해 열두 제자의 자아를 새롭게 하시려” 끊임없이 노력
하셨다.
둘째, “예수님과의 동행”이 제자들이 경험한 “이상화 전이”의 조건이 되었다. 그
런데 초기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거대 자아”를 표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
는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비정상적인 이상화의 전이” 모습이다. 바람직한 이상화
전이는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부인”(self-denial)을 온전히 구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하려는 온전한 제자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이상화 전이를 경험하는 첩경
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열두 제자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보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시
키려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동행”은 “동일화 전이의 조건”이 되었다. 복음서에 의하
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넘어선 초월적인 동행전도(눅 24:37-39)는 사도들의 자아
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보고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망
을 버리고 성령에 순종하며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처
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아와 동일화 전이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고, 순교의 삶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며, 기적을 베풀어야
하는 선교적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 제자들은 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4. 동행전도 속에 개척교회의 꿈을 싣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선배 목사님들께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면 매우 당혹스럽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동행전도”
를 하고 있다고. 몇 분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이분들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예수님
을 소개함으로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울화, 이상화, 그리고 동일화 전이의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목회를 하고 싶다. 20여 년간 아파트 공사현장의 인부로
살아온 형제와, 목회자 사모의 꿈을 꾸며 남편을 내조해 오던 중, 남편이 목회가 아닌
다른 직종을 선택함으로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여전도사님, 그리고 자신
의 부모님의 불치병을 치료할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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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대학원생과 늘 동행하고 기도하는 전도목회를 하고 싶다. 그
리고 이들을 통해서 소개 받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
던 동행전도를 하고 싶다.
이를 위해, 필자가 먼저 예수님과 긴밀한 동행을 하여서, 거울화, 이상화, 그리고
동일화 전이를 경험하는 것이 동행전도를 실천하는 선결과제일 것이다. 즉, 전도자가
먼저 예수님의 동행전도를 체험하는 것이, 피전도자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다는 사실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는 사도바울의 요청이 동행전도의 맥락에서
보다 선명하게 읽혀진다.
동행전도는 수많은 전도의 방법론 중에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하다. 이는 그 자체
로 신학적이며 논리적으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너무 이상적인 측
면에서, 그리고 현실로서 교회 성장이라는 부분을 동행전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타매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전도는 지금까지 소개되어 왔던 전도방식과는
현저한 방법론적 차이를 보일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생
애와 말씀에 입각한 전도이론이며, 교회의 양적 증대보다는 성도의 질적 변화를 모색
하고 있고, 진보주의 신학이 표방하는 주제들을 복음주의 시각으로 넉넉히 수용하여
복음주의 시각으로 재조정한 탄력적인 신학해석이 돋보이는 전도이론이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필자는 기존에 소개된 전도이론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만일 소개 받은 기존의 전도이론으로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지도 않는다면, 그 때는 과감하게 “동행전
도”로 전도이론을 교체해 보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다. 동행전도는 전도자가 피전도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선포가 아니라, 전도자와 피전도자 모두 “예수님 닮음”이
라는 좁고 협착한 길을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행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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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1-A-2
“Heinz Kohut의 자기 심리학으로 본 예수님의
동행 전도”에 대한 논찬
황 병 배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전도학)
오늘 한국교회는 심각한 정체와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
국교회의 정체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속화 되었고 일부 교단에서부터 시작된 감소
현상은 오늘날 전 교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교
회의 기독교 인구가 4백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위기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
을 정도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분석은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 대
한 신뢰도 추락’ 이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19.4% 에 불과하다. 카톨릭이 29.2%, 불교가 28%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
는가? 가장 큰 원인은 한국 크리스천들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김남식 박사
(이하, 논자)가 지적한 대로 전도는 윤리적인 삶과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한국
크리스천들은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가치를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천들이 매우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사람들로 비
춰지는 것이다. 오늘처럼 전도가 힘들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용한 전도방법으로부터 성서적이면서 동시에 오늘의 상
황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찾고자 하는 본 논문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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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논문이라고 하겠다.
먼저 논자는 예수의 전도방법을 ‘동행전도’라고 규정한다. 즉, 예수는 제자들과 동
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이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
가게(Christlikeness) 하므로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들의 ‘예수를 닮은 삶’은 큰 전도의 열매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논자는 그리스도를 닮
는다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오늘처럼
전도하기 힘든 한국적 상황에 매우 중요한 선교적 통찰을 준다.
특히 논자는 예수의 동행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
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하인즈 코훗(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 이론을 도입한다.
즉,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동행전도 속에서 거울화 전이(mirroring transference), 이
상화 전이(idealizing transference), 동일화 전이(twinship transference)를 경험하게 된
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과장된 자아가 대체 자아로 바뀌고, 자기 부인과 희생이 일어
나며, 결과적으로 예수의 자아와 일치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가 제자들과 동행하신 목
적인 것이다.
본 논문은 예수의 전도방법과 제자들의 변화를 자기심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오늘처럼 전도하기 힘든 한국적 상황에서 성서적이며 시대에 적합한 전
도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공헌하고 있다. 특히 전도를 일회적인 사건
(event)이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고, 점진적인 각성과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
를 닮아가는 것(Christlikeness)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므로 크리스천들에게 전도란 무
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주며, 그것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도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또한 본 논문의 마지막에
서 논자가 제시한 성령(The Spirit)과 전도자(Christian Discipler)와 전도대상자(New
Convert)와의 상호관계는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도자가
성령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전도의 완성은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자가 된 순간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
도 안에서 거듭난 후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일회적 사건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인 영적형성(spiritual formation)의 과정인 것이다. 이것을 Donald
McGavran은 Discipling 과 Perfecting의 과정이 합쳐진 기독교인화(Christianizatio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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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 Bill Hull은 이것을 제자화 과정(discipleship-making process)으로, Sue
Mallory는 이것을 양육과정(equipping process)으로 설명했다. 위의 학자들이 교회성장
학과 리더십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닮음’ (Christlikeness)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했다
면, 논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거울화(mirroring), 이상화(idealizing), 동일화
(twinship) 전이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
을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대두되는 몇 가지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자가 주장하는대로 예수님의 동행전도를 통해 제자들이 거울 전이, 이상
화 전이, 동일화 전이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과장된 자아가 깨지고, 거짓된 이상화가
수정되고, 비로소‘그리스도를 닮음’(Christlikeness)에 이르러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
하게 되었다는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빌2:6)도 이러한 거울, 이상화, 동일화 전이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
자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것은 지나친 심리학적 상상이 아닌가?
둘째, 논자는 “사도들이 성령님을 통한 지속적인 동행 전도 단계에서 예수님을
완전한 자기 대상체로 보고 거울 전이와 이상화 전이, 그리고 동일화 전이를 경험했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제자들이 계속
해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동행 전도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우 신선
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는 제자들의 거울
전이, 이상화 전이, 동일화 전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셋째, George Hunter는 The Celtic Way of Evangelism 에서 복음전도의 로마모
델과 켈트모델을 대조적으로 비교한다. 로마모델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된 복음을 영
접한 사람들을 교회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연역적인 방법(deductive way of
evangelism)이라면, 켈트모델은 불신자와의 교제를 통해 관계를 열고, 크리스천의 삶
을 나누고 구도자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귀납적인 방법
(inductive way of evangelism)이라고 할 수 있다. 켈트모델(귀납적)이 복음전도를 과
정(process)으로 본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동행 전도와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보는데 이
러한 귀납적 관계전도법이 오늘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선교적 교훈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김남식 박사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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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B 발표
내면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교육의
가능성 연구
- 내면가족체계(Internal Family Systems)를 중심으로 양 성 진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시간강사 / 기독교교육 / 실천신학)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다양한 마음, 생각, 신념, 감정, 기억, 의지를 가진다. 다양한 환경에서 어
떤 조건과 상황에 놓일 때, 특정한 감정, 생각, 내면의 목소리가 인간의 의식에서 활성
화된다. 안정하고 아늑한 환경에 있으면, 즐거움, 기쁨, 안도감, 평안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반면에 위협과 공격, 불안한 상황이라면,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분노,
적대, 불안, 우울함을 느낀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마음이 작용한다. 건
강한 내면은 다양한 감정, 생각, 마음, 내면의 목소리들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균형과 조화의 상태가 깨지면, 우리는 내면의 혼란을 경험한다. 내면의 혼
란은 우리가 특정한 감정, 생각, 마음, 내면의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통솔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특정한 마음이 의식을 독점적으로 지배
하면 내면의 혼란이 가중된다. 영적 지도자(spirutal director) Joyce Rupp은 내면 혼란
을 “뒤죽박죽인 잔”으로 비유하며 묘사한다.1) 인간의 내면에 불안, 분노, 자기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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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불신, 염려의 감정과 생각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방치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인간은 심각한 고통을 경험한다.
인간의 내면 혼란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충동(분노) 조
절 장애가 내면 혼란의 한 형태가 된다. 충동(분노) 조절 장애는 본능적 욕구에 의한
충동(분노)이 인간의 내면을 극단적으로 지배하여, 균형과 조화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이다. 분노라는 감정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이며, 극단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감정을 스
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표출되면, 충동 조절 장애가 된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충동 조절 장애를 경험하며, 열 명 중 한 명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2) 충동(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내면 혼란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타자와 사회에도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
뒤죽박죽 상태의 내면혼란은 왜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논문은 출발
한다. 이 질문은 인간의 내면에 어떠한 감정, 생각, 신념, 기억들이 존재하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를 탐색하게 한다. 그러므로 본 글은 인간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인
식하게 한다.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 생각, 신념, 내면의 목소리의 정체성을 알
고, 인간의 행동이 어떤 내면의 활성화로 표출되는 지를 이해하게 한다. 연구자는‘내면
가족체계(Internal Family Systems)’라는 심리치료의 학문으로 내면세계의 이해와 인
식을 시도한다. 이러한 접근은 내면의 혼란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내면을 이해하고, 인
식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인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내면의 인식은 내면혼란
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안, 평정, 균형, 조화를 이루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내면가족체계를 통하여 내면 인식을 위한 영성 교육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내면가족체계의 이해’이다. 내면가족체계
의 용어, 원리, 인간의 내적 공간인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 안에 존재하는 부분
들과 참자아에 대한 이해를 설명한다. 둘째, ‘내면가족체계를 통한 교육적 고찰’이다.
내면가족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 통찰로서 교육적 함의를 발견한다. 셋째, 교육
적 고찰의 결과로서‘내면 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교육의 가능성과 원리
들을 논의한다.

II. 내면가족체계(Internal Family Systems)의 이해
1. 내면가족체계란?

1) Joyce Rupp/ 최순님 역, 『내 인생의 잔: 영적 성숙을 위한 안내서』(경기도: 한국기독
교연구소, 2014), 68.
2) 동아닷컴, (2015-04-03). 성인 절반 분노조절 장애, 10명 중 1명은 치료 필요...혹시 나
도?.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List/3/all/20150403/705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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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인 Richard C. Schwartz는 내면가족체계를 창안하였다. 내면가족체계는
인간의 내면에 작용하는 생각, 감정, 신념, 내면의 목소리, 이미지와 같은 내면의 활동
을 연구한다.3) 내면가족체계는 인간의 복잡하고 심층적인 내면의 세계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며, 그 이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시킨다. 내면가족체계(Internal Family
Systems)라는 용어는 인간의 내면에 다양한 감정, 생각, 신념, 이미지들이 존재하며,
하나의 가족과 같은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1) 내면가족체계의 원리
내면가족체계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4) 먼저“마음의 다양성(Multiplicity
of Mind)”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다양한 감정, 생각, 기억, 신념, 감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의 감정과 생각을 가진‘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감정, 생각, 신념이‘함께 존재’하는 마음의 다양성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특
정한 감정, 생각, 신념,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제거해야 할 대
상은 아니다. 다양한 생각, 신념, 감정들이 다양한 상황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체계사고(Systems Thinking)”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
여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가족의 예를 들면, 각각의 구성원들이 모여 가족
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 구성원은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
임이 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다른 구성원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건강한 가족이 된다. 더 넓게는 개개의 인간이 모여 하나의 사회라는 체계를 구성
한다. 사회라는 체계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다른 구성원들과 균
형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된다. 인간의 내면도 동일하다. 각각
의 감정, 생각, 신념, 내면의 목소리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다른 구성원들
과 함께 존재하게 될 때 건강한 내면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체계사고이다.
2) 인간의 의식
내면가족체계는 내적 공간으로서‘인간의 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웨스턴 미시간
대학 교수 Thomas R. Holmes는 인간의 의식을 두 차원으로 설명한다.5) 먼저 다양한
감정, 생각, 내면의 목소리, 신념이 잠재적으로 저장된 “의식 저장소(store
consciousness)”이다. 의식 저장소에는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들이 비활성화 되어 있다.
3) Richard C Schwartz, Introduction to the Internal Family Systems Model, (Oak
Park, IL: Trailheads, 2001), 2.
4) Richard C , Guilford Family Therapy Series, (New York: Guilford Press, 1995), 11, 17.
5) Thomas R. Holmes, Parts Work: An Illustrated Guide to Your Inner Life,
(Kalamazoo, MI: Winged Heart Press, 200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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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형성되면 특정한 감정, 생각, 내면의 목소리가 의식 저장소에서
나와 “의식(consciousness)”의 상태에 오른다. 이것이 일상의 의식이며, 활성화된 의식
상태이다. 인간은 의식에서 활성화된 감정, 생각,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행동한다. 그
러나 특정한 조건과 상황이 사라지면 그 구성원들은 다시 의식 저장소로 들어가며, 비
활성화 된다.
각각의 감정, 생각, 신념, 의지, 내면의 목소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세
계관을 가진다. 우리의 의식에 등장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
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감정, 생각, 신념, 내면의 목
소리가 의식에 등장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행동한다. 예를 들면, 비판
의 감정이 의식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자신, 타인, 세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
보고 행동한다. 반대로 돌봄의 마음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향하여 동정의 손길을 내민다.
2. 부분들(Parts)
내면가족체계는 의식의 저장소에 있는 감정, 생각, 내면의 목소리와 의식에서 활
성화된 의식에서 활성화된 모든 것들을‘부분들(parts)’이라 부른다.6) 다른 학문의 영역
에서는“하위 인격, 하위 자아, 내적 성격, 원형, 콤플렉스, 내적 대상, 자아 상태, 목소
리,”7)“심소, 습관유형, 스키마, 하위 인격, 자아 상태”8), “방어, 정신력, 자화상, 투사,
스키마”9)라고 부분들을 부르기도 한다.
1) 부분들의 이해
부분은 자신만의 감정, 욕구, 신념, 관점, 기억, 의지, 동기, 표현, 행동, 세계관이
있다.10)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 어떤 부분
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의 감정, 의지, 신념,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격과 개성은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며, 의
식에서 자주 활성화되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모든 인간이 동일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 부분들이
6) Bonnie Weiss, Illustrated workbook for Self-therapy for your inner critic: Transforming
Self-criticism into Self-confidence, (CA: Pattern Systems Books, 2011), 4.
7) Schwartz,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34.
8) Holmes, Parts Work, 5.
9) Jay Earley, Self-Therapy: A Step-By-Step Guide to Creating Wholeness and
Healing Your Inner Child Using IFS, A New, Cutting Edge Psychotherapy,
(Minneapolis, MN: Mill City Press, 2009), 16.
10) Schwartz,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34; Earley, Self-Therapy,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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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사람에 따라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다르다. 사람에 따라 특정한 부분들이 존
재할 수 있는 이유는 부분이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Holmes는 부
분들이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며, 개인의 경험과 문화의 구조로 내면
화된다고 설명한다.11) Schwartz 와 Barrett 도 부분들은 “가정, 개인, 사회 문화적인”
경험과 구조로 형성된다고 강조한다.12) 그러므로 부분들은 유전적 요소,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 가정과 사회·문화의 환경과 조건으로 내면화된다. 이미 내면화된 부분
들은 동일한 환경과 조건들이 발생할 때. 우리의 의식에 등장한다.
모든 부분은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활성화된다. 어떤 부분
도 나쁜 의도로 활동하지 않는다. 부분들을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활성화된다.13)
각 부분은 자신만의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14)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의식 저장소에 잠재된‘염려 부분’이 중요한 일이라는 환경적 조건으로
‘일상의 의식’에 등장한다. 염려 부분은 우리를 긴장시켜서 일에 집중하게 한다. 또한
‘비판하는 부분’이 의식을 장악할 수 있다. 일에 집중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때, 비
판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과제에 더욱 몰입하게 한다. 때로는‘산만한 부분’이 활동
한다. 자신을 산만하게 하면서 극단적인 염려와 비판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처럼 부분들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의도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한다.
그러나 특정한 부분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극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식
에 머물게 되면서 내면의 불균형 상태가 된다. 또한 의식을 장악한 부분에게 저항하도
록 또 다른 부분이 극단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양극화라는 내면의 혼란과 갈등이 생긴
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를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긍정적
인 의도를 가진 부분이 극단적으로 의식에 머무는 이유는 부분이 “상황과 환경을 왜
곡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왜곡된 인식을 한 부분은 또한“왜곡된 방식과 방법”으로
표출한다.15)
2) 부분들의 종류
Schwartz는 부분을 특성에 따라 세 종류의 형태로 설명한다. 보호자들
(protectors)로서 관리자들(managers)과 소방관들(firefighters)이며, 보호자들이 보호하
11) Holmes, Parts Work, 7.
12) Richard C. Schwartz and Mary Jo Barrett, “Women and Eating Disorders,” in

Women, Feminism and Family Therapy, ed. Lois Braverman, (NY: Routledge, 1988),
132-136.
13) David A. Hoffman, “Mediation, Multiple Minds, and Managing the Negotiation
Within,” Harvard Negotiation Law Review 16(2011), 313.
14) Earley, Self-Therapy, 18-19.
15) Ibi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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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방자들(exiles)이다.16) Earley는 큰 틀 안에서 보호자와 추방자로 구분하며, 관리
자와 소방관의 부분들을 한 범주인 보호자로 간주한다17).
먼저 추방자(exiles)들은 보호자들이 보호하는 상처받기 쉬운“어린아이 부분”이다.
추방자는 어린 시절의“특별한 사건”과 관련되었고, 그 사건의 시간에 갇혀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학대, 조롱, 배신, 치욕, 버려짐, 당혹을 경험한 연약한 부분이다. 그
러한 사건으로 추방자는 외로움, 모욕감, 경멸감, 배신감, 절망감, 두려움, 무기력과 같
은 고통의 감정을 짊어진다. 또한 가치가 없으며, 쓸모없는 존재라는“부정적인 신념”
으로 가득하다.18) 따라서 추방자들은 극도의 고통스러운 감정의 짐(burden)을 품고 있
다. 보호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추방자가 의식의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는“슬픔, 두려움, 수치심, 무능함의 감정에 압도”된다.19) 그러므로 보호자는 추방
자가 일상의 의식에서 활동할 수 없게 의식 저장소로 밀어 넣는다. 보호자가 추방하면
할수록, 추방자는 의식의 세계로 다시 나오도록 기회를 틈틈이 찾는다. 그러나 추방자
는 고통의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한다.
둘째, 보호자(protectors)들은 우리의 의식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다. 위협, 위험,
상처, 아픔,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활성화된다.20) 활성화된 보호자는 신념과 관
점에 따라 내면과 외부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보호자는 내면으로는 추방자의 고
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차단하며, 외부로는 환경과 상황을 조정한다. 보호자들은 과거
의 상처와 아픔을 차단하려고 “현재의 삶에 중점을 두지만,” 보호자가 과거의 고통과
두려움을 차단하는 그 자체가 과거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보호
자들은 과거의 경험했던 사건과 관계성에 영향을 받는다.21)
보호자들은 다양한 역할로서 보호의 임무를 감당한다. 상처와 아픔을 느끼지 못
하게 하는 무감각한 보호자, 주위가 산만한 보호자, 고통을 잊으려는 식욕 왕성한 보
호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판단하는 보호자, 염려하는 보호자,
자신을 비난하는 보호자들이 있다. 보호자들은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호한다.
보호자들은 두 종류의 형태인 관리자(managers)와 소방관(firefighters)으로 구분
된다. 먼저 관리자로서 보호자는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안전을 느끼도록
한다. 관리자는 모욕, 배신, 절망과 같은 고통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관계와 상황
16) Schwartz,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46; Schwartz, Introduction to the
Internal Family Systems Model, 90.
17) Earley, Self-Therapy, 19-24.
18) Ibid., 22-23.
19) Arthur G. Mones, Transforming Troubled Children, Teens, and Their Families:
An Internal Family Systems Model for Healing, (New York: Routledge, 2014), 10.
20) Jay Earley, Working with Anger in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CA:
Pattern System Books, 2012), 2.
21) Jay Earley, Self-Therapy,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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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미리 통제하는 보호자”이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상황과 환경을 관찰하고, 상황
에 맞춰서 내면화하며, 보호의 명목 아래 세상을 바라본다.22) 관리자는 고통의 짐을
진 추방자가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활성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앞서서 주
도한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통제하는 부분, 완벽주의 부분, 판단 부분, 비판 부분, 염려
부분들과 같다.
소방관으로서 보호자는 관리자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추방자가 의식을 장악하게
될 때 활성화된다.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를 진압한다. 이처럼 추방자
가 의식의 세계에 나타나게 될 때, 보호자로서 소방관은 고통의 짐이라는 화재를 진압
하기 위하여 등장한다. 그리고 추방자가 의식의 세계에 머물지 못하도록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표출한다. 소방관은 추방자의 반작용으로 출현한다. 소방관은 쇼핑,
게임, 일, 성, 다이어트, 컴퓨터, 알코올 중독과 같은 역기능적인 행동과 자해, 자살, 폭
력, 주위 산만, 충동, 분열, 공상, 강박관념, 분노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한
다.23) 비록 소방관은 추방자가 의식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긍정적인 의도로 활성화되
지만,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
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3. 참자아(Self)
고통의 감정을 가진 추방자와 보호자들의 극단적인 역할은 내면의 혼란을 야기한
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단서는‘참자아(Self)’이다. 참자아는 추방자의 극도의 고
통의 짐을 내려놓게 하며, 보호자들의 부정적인 역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인간의 내면체계에는 부분과 본질적으로 다른‘참자아’가 있다. 참자아는 “관찰하는
에고, 목격자, 마음챙김”으로 불린다.24) 영적인 핵심으로 “거룩한 존재와의 연합”을 이
루는 “영혼의 창문”과도 같다.25) 참자아는 부분들의 활동을 관찰하며, 고통의 감정을
가진 추방자를 치유하며, 극단적으로 활성화된 보호자를 변화시킨다.26) 참자아는“전체
의 중심”이 되며,“전체성”을 나타낸다.27) 또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내면에서
22) Schwartz, Introduction to the Internal Family Systems Model, 104.
23) Tom Holmes, Parts Work, 89; Richard C Schwartz,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51.
24) Tom Holmes, Parts Work, 17.
25) Tom Holmes, “Sprituality in Systemic Practice: An Internal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Systemic Therapies 13(1994/3), 32.
26) Jay Earley and Bonnie Weiss, Freedom from Your Inner Critic: A Self-Therapy
Approach, (CO: Sounds True, 2013), 20.
27) 김성민, “토마스 머튼의 회심체험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신학과 실천」
43(2015),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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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행위자”이다.28) 우리가 참자아의 상태에 있을 때, 특정한 부분
은 극단적으로 의식을 장악할 수 없다. 반대로 부분들이 의식을 장악하지 않을 때, 우
리는 참자아를 느낀다.
내면가족체계 창시자 Robert Schwartz는 참자아는“침착함(calmness), 명료함
(clarity), 호기심(curiosity), 연민(compassion), 자신감(confidence), 용기(courage), 창
의성(creativity), 관계성(connectedness)”의 속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29) 참자아는‘침
착하다.’부분이 극단적으로 활성화될 때, 또한 다른 부분이 반작용으로 등장하게 될
때, 참자아는 불균형과 양극화 상태에서 침착하게 상황과 환경을 관찰한다. 내면에 무
슨 일이 일어나는지‘호기심’으로 바라보며, 편견과 판단 없이‘명료한 시선’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본다. 또한 각 부분의 고통과 부담을‘연민’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는‘자신감’과 ‘용기’를 지닌다. 참자아는 모든 부분들과‘관계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창의성’을 가진다. 이러한 속성
을 가진 참자아는 부분들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면의 평안을 가지고, 타자와 세
상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민의 삶을 실천하게 된다.
이처럼 참자아는 균형과 조화의 활동적인 행위자이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
자”와 같다.30) 지휘자는 연주자들과 함께 곡을 연주한다.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 연주
자들은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고, 다른 연주자가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멈춘다. 연주의
소리가 작을 때는 키우며, 소리가 클 때는 작게 하면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한다. 이처
럼 참자아는 일상의 삶이라는 연주에서 각각의 부분이 필요할 때 활성화시키며, 등장
하지 말아야 할 때 비활성화시킨다. 부분의 극단적인 활동은 완화시키고, 소극적일 때
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참자아의 리더십에 따라 내면체계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된다.
그렇다면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부분들로 인해 왜 내면의 혼란을 겪는가라는 질문
에 답을 발견한다. 그것은 ‘참자아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참자아가 의식의 중심에
있지 못할 때, 추방자와 보호자가 일상의 의식을 지배함으로 내면의 혼란을 겪는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가진다. 참자아의 리더십 부재가 왜 오는가이다. 그 질문에
내면가족체계는 설명한다. 어린 시절에 고통과 외상을 수반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
을 때, 참자아는 미성숙한 상태였다. 참자아가 그러한 고통과 외상을 다룰 수 있는 성
숙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변인인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
것이다. 부분들은 자신을 보호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왜곡된 시각과 미성숙한
28) Richard C Schwartz, “Our Multiple Selves: Applying Systems Thinking to the
Inner Family,” Family Therapy Networker 11(1987/2), 26.
29) Richard C Schwartz, Introduction to the Internal Family Systems Model, 34-48.
30) Tom Holmes, Parts Work,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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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극단적으로 활동한다. 부분들이 의식을 장악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내면화되
어서 참자아는 점차 의식의 뒤로 밀려나거나 갇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부분을 참
자아로 인식”31) 하거나 또는“부분들이 참자아와 혼합”32)되면서 부분들의 신념과 생각,
세계관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참자아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참자아의 리
더십 부재는 극단적인 보호자들의 활성화로 불균형의 상태와 부분들이 참자아를 신뢰
하지 못함으로 부분들 간의 양극화로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면의
혼란을 극복하려면 참자아의 리더십 회복과 유지가 필요하다.

Ⅲ. 내면가족체계를 통한 교육적 고찰
내면가족체계는 인간의 내면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인간의 행
동이 어떠한 내면의 작용으로 표출되는지를 분명하게 묘사한다. 인간 내면의 구성과
원리, 부분들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내면의 중심인 참자아의 속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내면가족체계는 간학문 접근으로서 교육적인 통찰과 시각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장
에서 내면가족체계를 통한 교육적 고찰로서 내면 인식을 위한 영성 교육의 필요성, 목
적, 원리들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가 내면 인식 교육이 아니라‘영성교육’이라고 표현
한 이유는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는 행위자체가 영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
이다.
1. 내면 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교육의 필요성
내면가족체계는 내면 인식을 위한 영성교육의 필요성을 제공한다. 심층의 참자아
와 내면세계의 만남은 내면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복잡한 내면세계를
똑바로 직시하는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 분주한 삶의 흐름은 깊은 내면을 마주하지
못하게 한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깊게 성찰하기보다는 피상적인 판단을 한다.
한국 사회의 분노(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인간의 내면 현상을 피상적으로 개인의 부도
덕한 행동으로 단순히 결론짓는다. 그러나 내면가족체계를 통한 내면 인식은 인간의
병리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며, 심층적인 내면에 접근한다.
내면가족체계는 내면의 평정은 “균형, 조화, 리더십, 발달”의 상태로 설명한다.33)
가정, 사회, 국가라는 체계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균형, 조화, 리더십, 발달이 이뤄줘야
31) Jay Earley, Self-Therapy, 26.
32) Richard C Schwartz,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57.
33) Ibid.,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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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약에 인간의 체계 안에서 그것들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대립, 충돌, 불균형, 양
극화의 문제를 직면한다. 인간의 내면체계도 같다. 다양한 감정, 생각, 신념, 내면의 목
소리들이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참자아의 리더십에 따라
부분들이 균형 있게 발달하면, 인간 내면은 평화롭다. 특별히 대립적으로 보이는 무
의식과 의식, 참자아와 다양한 부분들, 사고와 감정들이“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인간
의 내면과 정신도 건강하다.34) 그러나 내면에 균형, 조화, 리더십, 발달이 무너지면, 인
간은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감정, 생각, 목소리로 내면의 혼란을 겪는다. 내면 혼란은
균형, 조화, 리더십, 발달이 무너진 현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노(충동)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건은 단순히 부도덕한 개인의 행동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의 균형, 조화, 리더십, 발달이 무너진 내면 현상이다.
그렇다면 균형, 조화, 리더십, 발달로서 내면 평정은 왜 깨지는가 라는 질문이 든
다. 내면가족체계는 “불균형, 양극화, 참자아 리더십의 부재”로 이해한다.35)
먼저,‘불균형’은 내면의 혼란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한 구성원 또는 집
단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하고, 극단적으로 장악한다면, 그 사회는 한 사람
또는 집단에 의해 통제되는불균형을 겪는다. 인간 내면도 한 부분이 의식을 장악하면,
하나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힌 불균형을 직면한다. 불균형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뤄
진다면, 인간은 내면의 혼란으로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며, 타자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한다.
둘째, 불균형은 인간의 내면에‘양극화’현상을 촉발한다. 한 구성원 또는 집단이 독
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집단에 저항하는 다른 집단이 형성된다. 그리고 대립
과 갈등을 겪는다. 내면에서 한 감정과 생각이 극단적으로 의식을 장악하면, 또 다른
부분이 저항하며 활성화된다. 각각의 부분은 의식을 통제하려고 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하면서, 내면의 갈등과 대립을 일으킨다.36) 부분들의 갈등과 대립은 내면의 혼란
과 고통을 가중시킨다.
셋째, 불균형과 양극화는 참자아의‘리더십 부재’로 일어난다. 사회 지도자는 각각
의 구성원 또는 집단의 상황을 이해하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
룬다. 이러한 지도자의 리더십은 사회를 평화롭게 한다. 그러나 리더십의 부재는 하나
의 집단이 사회를 장악함으로 불균형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다른 구성원 또는 집단
이 충돌과 대립함으로 양극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
이다. 인간의 내면도 같다. 참자아 라는 지도자가 다양한 부분들을 환경과 조건에 따
34) 김성민, “신경증과 정신병, 그 의미와 치료: C. G. 융의 이론을 중심으로,”「신학과 실
천」44(2015), 164.
35) Richard C Schwartz,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41-46.
36) Jay Earley, Resolving Inner Conflict: Working Through Polarization Using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CA: Pattern System Books,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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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면, 내면은 평화롭다. 그러나 리더십의 부재는 하나의 감
정과 생각이 의식을 지배하는 불균형과 서로 의식을 장악하려는 양극화를 경험하게
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참자아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참자아 자체
가 결점이 있거나, 미성숙하거나, 사라진 진 것은 결코 아니다.37) 단지 참자아가 부분
들의 활성화로 인해 의식의 뒤로 밀려있거나 리더십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불균형, 양극화, 참자아의 리더십 부재로 인간은 파괴적인 감정과 생각에 갇혀 고
통을 경험하고,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표출한다. 이처럼 내면가족체계는 내면의
현상을 인식하게 하고, 어떠한 감정과 생각들이 활성화되고, 상호작용하는 지를 발견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
다.
내면가족체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면 인식은 상담과 심리 치료의 영역에만
머무른다. 인간의 내면 인식이 교육의 영역으로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 내면 인식의
과정이 상담사와 피상담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인식을 위
한 영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은 지식 전달, 정보 축적, 기능적 기
술 발달이 중심이었다. 내면의 이해와 인식이라는 교육은 어느 곳에서도 이뤄지지 않
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는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이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학문의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내면 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교육의 목적
내면가족체계는 내적인 여행이다. 새로운 내면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다. 따라서
내면가족체계는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내면가족체계를
통하여 내면 인식을 위한 영성교육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은 내면세계의 인식과 이해이다. 내면가족체계는 인간
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게 한다.38) 현재 활성화된 감정, 생각, 신념, 의지, 감각의 실체
가 무엇인지 인식한다. 내면 인식은 무엇이 지금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내면의 갈등
이 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접근하도록 돕는다. 내면세계의 이해와 인식은 내면의
혼란에서 자유롭게 되는 첫 단계이다. 그러므로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은 학습자가 자
신의 내면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감정, 생각, 의지,
동기,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어떠한 부분들이 상
37) Lia Deland, Dawn L. Strongin, and Richard C. Schwartz, “The Development of a
Personality Scale Based on the Internal Family Systems Model,” 「Journal of Self
Leadership」2(2004), 2.
38) Jay Earley, Self-Therap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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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를 관찰한다. 내면의 혼란이 어떻게 발생하며, 어떠
한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지를 인식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한다.
둘째,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은 참자아(Self)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내면가족체계
는 참자아에게 접근하고, 참자아 리더십의 회복을 도와준다.39) 고통의 감정과 파괴적
인 행동을 야기하는 내면의 불균형과 양극화는 참자아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참자
아가 의식의 중심이 될 때, 부분은 극단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
그러나 참자아가 의식으로부터 밀려나 있거나, 부분을 참자아로 인식하고 참자아가 부
분과 혼합될 때에 부분은 의식을 장악하고 내면의 갈등을 일으킨다. 만약 자신, 타자,
세상에 대한 인식, 감정, 생각, 행동이 극단적으로 비판, 판단,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
것은 참자아의 상태가 아닌 부분과의 혼합 또는 부분의 시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무
엇이 의식의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인식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내면가족체계는
부분에게 밀려나거나 감춰진 참자아를 발견하고, 접근하게 한다. 침착함, 명료함, 호기
심, 연민, 자신감, 용기, 창의성, 관계성의 속성을 가진 참자아가 영적인 핵심으로서 리
더십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면가족체계의 목적이다. 참자아는 리더십의 회복으
로 내면의 혼란을 극복하며, 부분들의 균형과 조화를 주체적으로 이루는 활동적인 행
위자이다. 참자아는“치유”하고“성숙”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40) 따라서 내면인식의
영성 교육은 참자아의 상태에서 내면을 인식하는 것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리고 참자아가 주체가 되게 하며, 참자아를 발굴하는 영성 교육이다. 특정한 감정, 생
각, 신념, 동기, 의지가 독점적으로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자아가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다. 참자아의 리더십 회복은 내면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참자아가 의
식의 주체가 될 때,“내면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타자와 세상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
대함”을 가진다. 복잡하고 요동치는 물결의 흐름 속에서 잔잔함과 고요함을 누리게 되
며, 의식의 “확장”을 경험한다.41) 내면세계의 올바른 인식은 참자아의 상태에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내면 인식의 영성 교육은 참자아의 상태에서 내면을 인식하는 것
이다.「불멸의 다이아몬드」의 저자 Richard Rohr는 참자아를‘불멸의 다이아몬드’로
비유한다.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채굴하는 작업을 참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묘사
한다.42)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은 참자아가 주체가 되도록 ‘내면의 성찰’이라는 채굴 작
39) Ibid., 7.
40) 변외진, 김춘경, “내적가족체계치료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25(2007/5), 48.
41) Richard C Schwartz, “The Larger Self,” Psychotherapy Networker May/June
(2004), 1.
42) Richard Rohr/ 김준우 역, 『불멸의 다이아몬드: 우리의 진짜 자기를 찾아서』(경기
도: 한국기독교연구소,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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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하여 진정한 참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자아가 내면 성찰을 통하여
부분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셋째,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은 참자아가 주체가 되어 부분들과 신뢰관계를 맺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온전성이다. 내면가족체계는 참자아가 다양한 감정, 생각, 신념,
의지, 내면의 목소리들과 함께 관계하는 방식을 묘사한다. 특별히 내면가족체계는 참
자아가 특정한 부분에게 접근하며, 부분의 역할과 책임을 발견하고, 부분과의 신뢰관
계를 발전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내면의 혼란을 야기한 부분들은 내면가족
체계의 접근을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 참자아의 지도 아래 다른 부분
들과 협력한다.43) Joyce Rupp은 “영성은 온전함을 향해 가는 여행”이라고 설명한다
(내 인생의 잔, 20).44)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은 온전함을 향해 가는 내면 여행이다. 온
전함이란 “자기 안에 드리운 수많은 그림자를 인식해야 하고, 인정하는 것이다.”45) 우
리는 대부분 내면 혼란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신념, 의지, 동기, 목소리들과
정면으로 대응하거나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은 참자아가 부분들
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며, 왜 활성화되는 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전성을 향한 영성 교육이다. 온전함이란 내면의 균형과 조화이다. 참자아의 지도 아래
에 부분들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온전성의 교육이다.
3. 내면 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 교육의 방법론적 접근
내면 인식을 위한 영성교육은 참자아가 주체가 되어 내면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부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지식 전달, 정보의 축적, 그리
고 기능적 기술 발달이 중심이었다. 다시 말해서 지식, 정보, 기술이 주체가 되고, 그
것을 받아들이는 학습자는 객체였다. 이에 학습자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자가 아
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수용자였다. 그러나 내면 인식의 영성 교육은 객체로서의 학
습자가 주체가 된다. 지식, 현상, 타자, 세상이 교육의 중심주제였다면, 내면 인식의 영
성 교육은 주체자로서 학습자가 스스로 교육의 주제(subject)가 된다. 참자아가 주체가
되는 내면 인식의 영성 교육 방법론적 접근을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내면 인식을 위한 영성교육의 방법론은‘주의 집중(focused attention)’이다.
내면가족체계도 부분과 추방자에게 접근하려고 내면에 주의 집중한다. 인간의 의식에
어떠한 부분이 활성화되었고, 상호작용하는 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영성가
Thomas Keating은 인간의 의식을“강”으로 비유한다.46)“인식의 일상적 수준”을 강의
43) Jay Earley, Self-Therapy, 29.
44) Rupp,『내 인생의 잔: 영적 성숙을 위한 안내서』, 20.
45) Ibi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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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으로 비유한다. 강의 표면은 강물의 흐름에 따라 수도 없이 출렁인다. 일상적 수
준의 의식은 강의 표면처럼 수많은 감정, 기억, 생각, 신념, 의지, 동기와 같은 부분에
따라 출렁인다. 그러나 강의 가장 깊은 곳은 고요하며 차분하다. 어떠한 강물의 흐름
도 강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들 수는 없다. 이곳이 “참자아와 하느님의 현존의 인식 수
준”의 영역이다. 인식의 일상적 수준에서 참자아의 인식 수준으로 가려면 내면에 주의
집중한다. 그러므로 영성훈련의 기본적인 단계는“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47) 내면 인
식의 영성 교육 방법도 내면에 주의를 기울인다. 어떠한 편견과 판단을 가지고 내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 주의를 기울일 때, 어떠한 편견, 비판, 염려, 판단이 든
다면, 특정한 부분이 의식을 장악한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 호기심과 개방성을 가지고,
내면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주의 집중은 객관적인 주체자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이다.
둘째, 영성교육의 방법론은‘경청(listening)’이다. 내면가족체계는 참자아가 부분과
추방자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강조한다.48) 어떠한 감정이 극단적
으로 활성화가 되었다면, 참자아가 그 부분에게 주의를 집중한다. 그리고 참자아는 경
청한다. 그 부분이 무엇을 느끼고, 말하며, 원하는 지를 경청한다. 고통의 짐을 가진
추방자의 경우도 같다. 추방자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고통의 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청한다. 경청은 참자아와 부분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영성 훈
련도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현존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청이 중요하다. 영적 지도자는
피수련자의 경험과 이야기에“주의 깊게 경청(listening carefully)”해야 한다.49) 그것에
피수련자의 가치관, 신념, 욕구, 생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영정지도사의 경청은 수련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며,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 내면 인식의 영성 교육도 부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 부
분들이 왜 활성화가 되었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경청한다. 진정한 경청은 말하
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의도성”을 가지고, “영혼을 탐색”하며,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환대”하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
다.50)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에서 진정한 경청은 참자아가 부분들에게 집중하며, 의도
성을 가지고 탐색하며, 수용성과 환대로 친밀함을 유지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진정한
경청이 화자의 현존에 참여하며, 그들을 귀중한 존재로 여기듯이, 주의 깊은 경청으로
46) Thomas Keating/ 엄무광 역, 『하느님과의 친밀』(서울 : 성바오로 , 2002), 81.
47) Jeannette A. Bakke, Exploring Spiritual Direction: Holy Invitations, (MI: Baker
Books, 2000), 84.
48) Jay Earley, Self-Therapy, 125, 213).
49) Howard Rice, The Pastor as Spiritual Guide. (Nashville: Upper Room Books,
1998), 81.
50) Jean Stairs, Listening for the Soul: Pastoral Care and Spiritual Direc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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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의 현존과 역할을 인정하고, 부분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영성교육의 방법론은‘연민(compassion)의 시선’이다.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
은 인간이 표출하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내면의“고통의 외침(Cries of Pain)”
으로 인식한다.51) 내면가족체계는 충동적인 행동을 극단적인 부분의 활성화로 본다.
극단적인 활성화는 불균형과 양극화 때문이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하나의 감정, 생
각, 신념, 내면의 목소리와 같은 부분이 극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악한다면, 내면의
불균형을 겪는다. 이러한 불균형은 다른 부분이 저항하고, 대립하게 한다. 그러므로 부
분들이 더욱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반응하게 되며, 대립과 갈등이라는 내면의 혼란을 경
험한다. 이러한 혼란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의 형태
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중독과 같은 역기능적인 행동과 자해, 분노, 분열, 공
상, 강박관념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인간의 극단적이고 충동적
인 행동은 내면의 부분들이 만들어낸“생산물”이다.52) 그러므로 내면 인식을 위한 영성
교육은 극단적인 행동을 단순히 한 사람의 역기능적인 행위로 보지 않고, 내면의 고통
의 처절한 외침으로 인식한다. 이것이 연민의 시선이다.
또한 연민의 시선은 분리된 실체(Separate Entity)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
(Relational Being)로 이해한다. 인간은 참자아와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는 복잡
한 체계를 가진 존재이다. 참자아는 부분들과 함께 존재한다. 독립적이거나 분리된 실
체가 아니다. 내면가족체계를 다중인격장애로 오해하지 말아야한다. 다중인격장애는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인격이다. 부분이“분리된 상태”
이다. 하나의 부분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다른 부분 또는 참자아와 상호작용
하지 않는다.53) Parker Palmer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단절의 고통”으로
이해한다.54)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가르침의 주제와 학생,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
로부터의 단절이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양극화, 불균형, 리더십의 상실은 참자아
와 부분들, 그리고 부분들 간의 단절로 인한 현상이다. 단절된 관계가 우리의 내면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연민의 시선은 다양한 부분들이 참자아의 리더십 아래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상호작용하는‘관계적 존재’로 인식한다. 관계적 존재의 인식은
부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부분’을 제거하려
고 한다. 그러나 관계적 존재의 인식은 부분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
51) Frank Rogers Jr. Practicing Compassion, (Nashville, Tenn.: Fresh Air Books, 2015), 68.
52) 변외진, 김춘경,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 「한국심
리학회지: 여성」12(2007/3), 259.
53) Charles H. Craft/ 이윤호 역,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과 내적치
유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의 발견』(서울: 은성출판사, 1995), 264.
54)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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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한다.55) 이러한 내면 인식의 영성 교육은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인 안에서 존재하는 관계적 존재의 인식으로 확장시킨다. 또한 타자의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내면의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으로 인식하고, 타자의 고통과 아픔에
연민의 손길을 내밀도록 한다.“관계적 존재”인 우리는 “타인과의 화해”와 연합에 참여
한다.56) 더 나아가서 사회의 곳곳에서 들리는 고통의 소리들을 외면하지 않는 관계적
존재로 초청한다.

Ⅳ. 나가는 말
연구자가 내면 인식을 위한 영성교육의 가능성을 연구한 배경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 자신의 변화를 인식했다. 삶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내 안에 다
른 모습들이 춤을 춘다. 때로는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잔잔한 음악에 따라 부드럽게
춤을 춘다. 어떤 순간에는 격렬한 음악에 맞춰 숨이 가쁠 정도로 숨을 헐떡이며 리듬
에 따라 춤을 춘다. 내 안에 다른 ‘나’들을 발견한다. 내면가족체계는 이러한 인식에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제공한다. 내면에 존재하는 부분이 의식에서 활성화되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한다. 내면가족체계는 마치 선명한 지도를 보여주듯이 내면에 어떠한
부분이 존재하며, 활동하는 지를 보여준다.
내면가족체계는 연구자에게 내면 인식을 위한 영성교육의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도전했다. 내면가족체계는 심리치료의 영역이다. 연구자는 제한된 심리치료의 영역을
교육학적으로 풀어내면서 내면 인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시도를 했다. 내면 인식의 영
성교육으로 학습자들이 내면의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내면의 인식과 이
해는 내면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자아의 리더십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은 참자아가 주
체가 되는 것이다. 참자아의 상태에서 부분과 추방자에게 주의 집중하며, 경청하고, 연
민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참자아가 주체가 되는 영성교육의 방법이다. 이러
한 접근은 참자아가 부분들과의 신뢰 관계를 맺도록 한다.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부분
들이 참자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긍정적인 역할로 변화하는 것이다. 내면 인식의 영성
교육은 참자아가 부분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내면 인식의 영성교육은 내
면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정을 찾게 될 것이다.
55) Mary K. Steege, The Spirit-Led Life: A Christian Encounter with Internal Family
Systems, (USA: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0), 93.
56) 김경은, “사회적 화해를 위한 영성지도의 긍정적 역할,”「신학과 실천」43(201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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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면상 내면가족체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훈련과 방법을 다루
지는 못했다. 앞으로 필자의 과제는 내면가족체gc계에서 제시하는 참자아 리더십의
회복과 유지, 부분들을 긍정적인 역할로 변화시키는 심리치료의 방법을 교육학적인 방
법으로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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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1-B-1
“내면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교육의
가능성 연구
- 내면가족체계(Internal Family Systems)를 중심으로 -”
대한 논찬

강 문 규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1. 요 약
양성진 박사(이하 양박사)는 인간의 건강한 내면은 다양한 감정, 생각, 마음, 내면
의 목소리들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균
형과 조화의 상태가 깨지게 되면 인간은 내면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언급한다.
양박사는 인간 내면에 다양한 감정, 생각, 신념 이미지들이 존재하며 하나의 가족과
같은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내면가족체계를 정의하고, 이것을 가족의 구성원들
이 모여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함으로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그 예로 듦으
로서 인간의 건강한 내면체계가 형성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양박사는 “내면가족체계의 의식 저장소에 있는 감정, 생각, 내면의 목소리와 의식
에서 활성화된 의식에서 활성화된 모든 것들”을 ‘부분들(parts)’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
든 부분은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인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활성화 되는 것은 사실이
나, 특정한 부분이 인간 자신을 보호 한다는 명목 하에 극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식에
머물게 되면 내면의 불균형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은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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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란으로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표출하고, 이것은 타자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 부분이 극단적으로 활성화됨으로서 불균형과 양극화 상태가
될 때 부분들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면의 평안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참
자아’라고 양박사는 규정한다.
양박사는 상기의 것들을 인간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리고 인간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이해하였다. 양박사는
참자아를 영적 핵심인 “거룩한 존재와의 연합”을 이루는 주체가 되고, 부분들과 신뢰
관계를 맺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온전성으로서의 “내면인식의 영성교육”을 본 논문
에서 제안하고 있다.
2. 논문의 의의
양박사의 논문은 본인의 글에서 언급했던 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지식전
달, 정보의 축적과 기능적 기술 발달이 중심을 이루는 교육, 즉 지식, 정보, 기술이 주
체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습자는 객체가 되고, 이에 학습자는 능동적이고 주체
적인 참여자가 아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수용자인 상태에서 내면 인식의 영성 교육
은 객체로서의 학습자가 주체가 된다. 또한 지식, 현상, 타자, 세상이 교육의 중심주제
였다면, 내면 인식의 영성 교육은 주체자로서의 학습자가 스스로 교육의 주제(subject)
가 되고,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내면현상을 인식하며, 내면의 균형과 조화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참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균형과 조화, 발달과 리더십을 가
진 참자아는 타자의 내면과 행동을 이해하며, 타자와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교육이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 협소하게 연구해온 한국의 기독교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
교교육의 지평을 좀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게끔 하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3. 질문 및 토론
1) 본 논찬자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영성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애매모호하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영성교육과 연구자가 본 논문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었으면 연구자가 생각하는 논지가 좀 더 선명하게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자가 언급한(참자아 영역) 영적인 핵심으로 “거룩한 존재와의 연합”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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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영혼의 창문”으로서 참자아를 Holmes의 글을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
을 기독교교육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연구자가 주장하는 “내면인식의 영성교육”을 한국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실행되
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필요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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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1-B-2
“내면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교육의
가능성 연구
- 내면가족체계(Internal Family Systems)를 중심으로 -”
대한 논찬

이 종 민 박사

(신안산대학교 교양과)
가치관의 혼란과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살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면인식을 위한 영
성교육의 가능성 연구”는 “내면가족체계"(Internal family systems)라는 심리치료 이론
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단순한 내면 인식 교육이 아닌 보다 심층적인 영
성 교육의 국면을 새롭게 모색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인간 내면세계와 관련된 ‘의식’(consciousness)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내면가족체계 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
간의 내적 공간인 ‘인간의 의식’을 ‘의식저장소’와 ‘의식’의 상태로 도식화하였다. 또한
내면세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기존의 의식에 대한 분석과는 다른 차원의 내면세계
구조분석으로써, 연구자는 ‘마음의 다양성’과 ‘체계사고’를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내면의 역동들을 설명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면세계는 ‘부분들’(parts)과 '참자아'(Self)라는 구성원들로 형성되는데 연구자
는 각각의 종류들, 형성요인들, 그리고 특성들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서 ‘의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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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둘째, 연구자는 내면의 평정 혹은 내면의 혼란과 관련하여 내면세계 구성원들 간
의 역동을 설명함으로써 복잡한 내면세계를 직시하는 심리역동적인 해석과 문제해결
을 위한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분들’은 크게 추방자들, 관리자들, 소방관
들로 나눠지는데, 이들 구성원들은 의식저장소에서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형성되면 의식의 상태에 올라와 활성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들은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활성화 되지만,
상황과 환경을 왜곡되게 인식함으로 극단적으로 의식에 머물게 되면서 불균형 상태와
양극화라는 내면의 혼란을 야기 시키게 된다. 그러나 ‘참자아’는 ‘관찰하는 에고, 목격
자, 마음챙김’으로서 ‘부분들의 활동을 관찰하며, 고통의 감정을 가진 추방자를 치유하
며, 극단적으로 활성화된 보호자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체의 중심’이
되고, 내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자아가 내면세계에서 올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내면세계의 구조와 역동을 근거로 하여 내면가족체
계의 심리치료 영역을 교육학적으로 풀어내면서 내면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영성교육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내면인식의 영성교육의 목적
은 참자아가 주체가 되어 현재 활성화된 감정, 생각, 신념, 의지, 감각의 실체를 올바
르게 인식하고, 각각의 부분들과 신뢰관계를 맺음으로써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온전성을 회복하는 내면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영성 교육의 주체로서의
학습자는 ‘주의 집중’(focused attention), ‘경청’(listening), 그리고 ‘연민(compassion)의
시선’이란 방법을 통해 참자아의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는 내면가족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 내면세계를 새롭게 조명하
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역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를 교
육학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내면인식의 영성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연구자의 논문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먼저 내면인식을 위한 영성교육의 주체인 참자아와 관련하여 두 가지 궁금증이
제기되었다. 첫째, ‘참자아’와 ‘부분들’과 본질적 혹은 기능적 차원의 차이성에 대한 궁
금증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참자아’를 ‘관찰하는 에고, 목격자, 마음챙김’ ‘적극적인
행위자’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본질상 ‘부분들’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 ‘참자아’는 ‘부분들의 활동을 관찰하며,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치유의 행위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가 소개하고 있는 ‘부분
들’ 중에서 ‘관리자들’을 살펴보면, 질적인 측면에서 ‘관리자들’은 ‘미리 통제하는 보호
자’로서 ‘참자아’와 그 속성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면
‘관리자들’은 ‘상황과 환경을 관찰하고, 상황에 맞춰서 내면화하며, 보호의 명목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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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참자아’와 ‘부분들’ 간에 본
질적인 속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더 나아가 기능적으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명하면서 제시되었으면 한다.
둘째, 내면가족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자아’와 성경적 인간관과의 연관성에
대한 궁금증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내면가족체계에서 소개하고 있는 ‘참자아’의 속
성으로써 8C를 제시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참자아’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참자아 자체가 결점이 있거나, 미성숙하거나,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참
자아가 부분들의 활성화로 인해 의식의 뒤로 밀려있거나 리더십을 형성하지 못한 것
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소개하고 있는 내면세계에 있어서 선천
적(innate)이면서 핵심요소인 ‘참자아’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
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특별히 내면인식의 영성교육을 위한 주체로서의 참자아를 소개
할 경우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참자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천명이 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내면인식의 영성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궁금증이 제기
되었다. 즉 연구자는 내면가족체계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비활성화되어 있던 부분
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형성되면’이라고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도를 가진 부분이 극단적으로 의식에 머무는 이유는 부분이 상황과 환경
을 왜곡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는 내면가족체계 이론
으로부터 내면세계역동의 조건과 내면의 불균형의 원인을 소개하였지만, 그에 대한 구
체적인 조건이 무엇이며 실제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지면 관계상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연구자는 ‘참자아’가 이러한 조건과 원인을 극복하면서 ‘주의 집중’ ‘경청’ ‘연민
의 시선’과 같은 교육학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면의 평
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연구자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내면가족체계 이론에서 제시하는 실제적인 조건과 원인 그리고 연구자가 제시하는 교
육학적인 방법론 간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주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면인식의 영성교육을 위한 분석과 방법들이 기존의
기독교 영성교육과 어떤 차별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었으
면 한다.
논찬을 마치면서 내면인식을 위한 영성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내면가족
체계 이론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해 준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기독교 영성교육의 새로운 장이 열려
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부족하지만 귀한 논문을 논찬할 기회를 허락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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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C
발표자: 전창희 박사(협성대)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
좌장: 나형석 박사(협성대)
논찬1: 김형락 박사(서울신대)
논찬2: 김명실 박사(영남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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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C 발표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
전 창 희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 예배와 설교)

I. 들어가는 말
과거와는 달리 창의력은 단순히 예술이나 과학의 분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필요한 요소이다. 이제 시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이 경쟁력
과 직결되는 시대를 넘어 그 물적 자원을 개개인이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다루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유명한 미래학자 중의 하나인 앨빈
토플러는 1989년 출간된 『미래의 충격』에서 “미래의 직업세계에서 사람은 정보와
통찰력의 흐름을 다루어 나갈 것이다. 또 기계는 점차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할 것이고
인간은 지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1) 이러한
예측은 창의적인 사고가 단순히 인간의 기능적인 면에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창의력이 인간의 삶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는 기
대를 의미한다.
이미 토플러의 책이 소개 된지 25년 이상이 흘렀다. 실제로 현대사회는 창의력이
중요시 되고 인정받는 사회로 바뀌어 왔다. 기존의 교육의 틀에 갇혀 정답에 가까운
답을 써 내는 우등의 인간을 사회로 배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대학교를 중퇴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창의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가치가 이동
하였다. 창의력은 인간의 삶 자체를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촉진제가 되어가고 있다.
1) 앨빈 토플러, 『미래의 충격』 (서울: 범우사, 198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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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통적인 지식전달의 체계가 가지는 가치는 아직 유효하다고 인정 할만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가 창의력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 스스로가 사람
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주는 요소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창의력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을만하다면, 이 창의력이라는 주제
는 종교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는 창의력을 중요하게 다루기보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지켜내려는 경향을 유지해
왔다. 심지어 새로운 창의력은 기존의 신앙의 체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파괴하는 ‘나쁜
것’으로도 간주되기도 했다. 때때로 기독교의 신앙의 수호자들로 자처해온 교회는 신
앙에 있어서 ‘일점일획’의 변형이나 수정도 혐오스러워하기도 하였다.
전통의 수호는 기독교가 가지는 종교적인 본질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행위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실제로 기독교가 가져온 전통을 무시하고 새롭게 그리고
너무 창의적으로 해석해낸 많은 분파들이 기독교 정체성 자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력이 사라진 종교는 우상화되기도 쉽다는 사실이다. 종교
로써의 기독교도 이러한 진술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또한 창의력이 사라진 기독교는
끊임없는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지도 못할뿐더러 사회의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대
처하지 못한다. 다만 전통에 의해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왜냐
하면 새로운 상황을 해석해 낼만한 체계를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이
다. 전통적인 기독교 체계도 어떤 면에서 인간사회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상화된 기독교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사회의 발전을 막기도 한다.
창의력이 사라진 종교의 다른 단점은 그 종교 체계가 가지고 있는 수행의 길과
목적을 이루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창의력은 끊임없이 영적 탐구의 길로 순례자를
인도한다. 창의력은 종교를 종교적 우상화를 극복하게 해준다. 역사적으로 창의력이
사라졌을 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가지는 본질적인 면으로써의 이 땅에서
의 순례자의 길을 가지 못했다.
종교적 창의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내포한 의미가운데 하나는 ‘모호함’이다. 종교
는 그 모호함 속에 그 대상인 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수행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러나 창의력이 필요 없는 굳어진 전통은 순례자로서의 수행의 길이 아니라 때로 율법
에 사로잡혀 그 틀 안에서 사고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종교인 만들어 낸다. 창의력이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은 신앙적인 사고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황과 시대가 어
떠하든 그 종교가 가진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조건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체계를
갖게 된다.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창의력을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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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바로 ‘예배’이다. 기독교는 그 예배 안에서 그 기독교의 신앙을 배우고 훈련하
고 준비하게 된다. 말하자면 예배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집약된 시간이며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쩌면 창의력이 고려되지 않는 기독교 예배는 그 예배에 참여한 기독
교인들에게 창의력을 경험해볼 기회조차 제공해 주지 않고 전통만을 고착해 버리는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다.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사용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의 창의력 최대화
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빛은 기독교 예배 공간에 있어서 조명으로써
의 단순한 보조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낸다.2)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상징으로써의 빛의 사용이 어떻게 종교적 창의력
을 창출해 내며 그 종교적 본질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예배의
공간에서의 빛의 사용에 대해 구약의 성막에서 비잔틴 예배 공간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의 중요한 예배 학자중의 하나인 제임스 화이트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빛’
은 기독교 예배 공간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설계되어 왔고, 신학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3) 또한 예배의 공간을 영성과 신비로움으로 채우거나,
혹은 침묵의 기도 공간으로 창조해 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예배 공간에서의 빛이
제공해 주는 창의력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그것이 종교적으로 가지
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II. 기독교 상징의 자기부정성과 자기긍정성의 변증법적 창의력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모호함’이다. 그 모호함이 합리적으로나 혹은
과학적으로 해결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의 영역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기
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그 신인 야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호함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이것은 세상에 속하여 있는 유한한 실재가 그 실재를 초
월하는 궁극자를 직접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4) 기독교의 전체 역사 속에서 그
신비스럽고 모호한 신적 존재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두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
로 나타났다. 하나는 ‘상징’이고 다른 하나는 ‘우상’이다.
2) 제임스 화이트 & 수잔 화이트/ 안덕원 & 정시춘 역,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 (서
울: 새물결 플러스, 2014), 215.
3) 제임스 화이트/ 정장복 & 조기연 역, 『기독교 예배학 입문』 (서울: 예배와 설교 아
카데미, 2000), 108.
4) 임형모, “종교적 상징과 해석의 문제 연구: 폴 틸리히와 폴 리쾨르를 중심으로”, 「한
국조직신학논총」 제30집 (2011년 9월):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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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우상과 상징은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
들이다. 이 둘 중 더 인간에게 매력적인 것은 어쩌면 ‘우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
면 우상은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모호함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로써의 이야기가 기독교 성서의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는 출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야훼 하나님 현현에서부터
시작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하여 나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사건
은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작업이었다. 물론 성경은 모세 훨씬 이전에 나
타났던 야훼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모세의 출애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실제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
세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부족은 단지 모세 개인
적인 사정이 아닌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한다
(출애굽기 3장 6절).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당해왔던 그 고통을 듣
고 알고 있으며 이제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행7:22) 젊은 민족주의자
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늙었고 야망 없이 사는 그저 나이든 이민자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자 야훼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호렙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출 3:11)고 말씀한다.
이때 모세는 뜻밖의 질문을 한다. 야훼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대담하게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
지 이름을 다시 묻는다(출애굽기 3:13)5). 히브리적 개념서에 ‘이름’은 그 대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야훼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할 여호와 하나님
의 정체성, 즉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Who I am)라고 대
답해 주신다.(출 3:14) 한글 구약 성서에서는 그 신의 이름이 창세기 초기부터 ‘하나님’
5) 출3: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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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일관성 있게 알려졌던 것처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한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히브리어 네 글자로 구성된 신의 이름 ‘야훼’가 드러나는 놀라온 순간이다.
모세는 ‘스스로 있는 자’인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온다. 그리고 드디어 야훼 하나님 신앙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세우게 되는
극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홀로 부르셨고,
그 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규례들과 방법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었다. 그
리고 이런 것들이 기록된 출애굽기는 야쉐 하나님 신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구체화 시
키는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감이
다. 그들이 느낀 불안감은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유일하게 대면했던 모세의 준실종 상
태에 따른 종교적인 불안감이었다(출애굽기 32장 1절). 결국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의
모세의 부탁과 그들의 다짐은 잊혀졌다(출애굽기 24장 3절).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대
신한 종교지도자인 아론에게 압박을 가한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금들을 모아 금송
아지를 만든다.
많은 기독교인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종교
적 배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렇게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 금송아
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결코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애굽이나 혹은 그 근동 지방에서 섬기던 어떤 강력한 신으로 갈아탄 것이 아니다. 그
들은 여전히 모세가 소개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 소개받았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계자였으며,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이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야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실종과 함께 그들은 그들
이 대면하지 못했던 야훼 하나님을 직접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 속에
하나님은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실제로 아론은 금송아지를 완성한 후에 ‘이제 이 신을 믿자’라고 하지 않고 이렇
게 말한다. ‘이스라엘아 이(금송아지)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즉 야훼다’라고 말한다.(출32:4) 또한 금송가지가 완성된 다음날을 ‘야훼의 절일’로 지
킬 것을 선언한다. 구체적인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
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최종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었다.
야훼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형상화 시킨 이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결론 났
다. 하나님을 형상화 시키고 그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예배하는 것이 우상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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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행위가 된 것이다.
[그림 1] 우상화(idolization)과 상징화(symbolization)의 과정

금송아지는 상징이 아니라 우상이다. 우상은 초월적 존재를 그 안에 가두어 그
일치를 꾀한다. 그래서 우상은 그 스스로가 초월적 존재가 되어 버린다. 폴 틸리히
(Paul Tillich)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종교적 상징을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 일
치시키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6) 그러나 어떠한 초월적 종교적 대상이
어떤 상징 안에서 갇혀서 이해될 때 사람들에게는 창의력이 최소화 된다. 이미 고정된
틀을 가진 우상을 해석해 내는데 어떤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애
굽기 사건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월적 존재를 자신들의 상징물 안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창의력을 상실하고 우상화된 종교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이제 종교적 창
의력의 영역에 있던 야훼 하나님은 그들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와 힘의 실
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상이 주는 만족감에 취해 버린다. 현대의 신학자들이 계속 지
적하는 것은, 신앙의 경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때 종교는 그 의미를 상실하거나 문자주의로 왜곡되
어 우상화로 변질된다는 것이다.7)
여기서 인간이 야훼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의적인 방식인 ‘상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상징’은 ‘우상’과 차이가 있다. 우상은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
어 버리지만 ‘상징’ 자체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상징’을 통해 경배의 대상을 인식하
게 된다. 물론 상징이 경배의 대상이 될 때 우상이 되기도 한다. 상징은 하나의 암호
와 같이 대상을 신비롭게 에워싸는 것이다.8)
상징은 초월적 존재라는 넓은 배경을 두고 그것과 소통한다. 초월적 존재는 인간
의 인지 가운데 이해될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상징은 초월적 존재와 소통하고 그
6) P. 틸리히/ 이계준 역, 『문화와 종교』 (서울: 전망사, 1984), 51.
7) 임형모, “종교적 상징과 해석의 문제 연구: 폴 틸리히와 폴 리쾨르를 중심으로”, 394.
8) Ibid.,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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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실재에 참여하는 매개체 이다. 상징이 초월적 존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작용
하는 것이 ‘창의력’이다. 창의력은 초월적 실재를 우상화 시키려는 인간의 경향성을 다
시 방대한 초월적 바탕에 돌아가게 한다.
성서가 보여주는 야훼 하나님은 우상은 미워하시나 상징은 사용하셨다. 노아에게
는 ‘무지개’라는 상징을 통해서 홍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화해의 마음을 나타내셨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처음 만난 하나
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였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상징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하나
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낮에는 ‘구름기둥’이라는 상징으
로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내셨다. 신약에서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받던
장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비둘기’라는 상징을 통해서 나타낸다.(마태복음
3:16) 사실 초월적인 존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상징적인 것은 아니다.9) 그러
나 초월적인 존재는 상징을 통해 소통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구약성서의 기록들
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의 종교적 여로에 동참시
켰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징은 그 스스로의 실재를 넘어 다른 ‘어떤 것’을 지시한다.10) 무지개는 야훼 하
나님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짐을 보게 되고, 구름기
둥이나 불기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야훼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함께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다. 이것이 상징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 창의적인 자기 계시의 방식이
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창의적인 이해와 참여 방식이었다..
상징은 모호한 대상에 대해 창의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폴 리꾀르(Paul
Ricoeur)에 의하면 상징은 생각을 일으킨다.11) 또한 상징이 가지는 창의적인 가치는
현대사회가 망각했던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 자
체가 원초적인 신비를 존중하는 창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다.12)
틸리히는 상징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언어라고 주장한
13)
다.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특히 종교의 가장 성스러운 것이 상징으로 나타난다
고 보았다.14) 종교에 있어서 상징은 모호하고 신비한 대상을 외형적으로는 단순화 시
9) Paul Tillich, Biblical Religion and the Search for Ultimate Re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5), 83-84.
10) Paul Tillich, Dynamics of Faith (New York: Harper & Row, 1957), 41.
11) Paul Ricoeur, The Symbolism of Evil (Boston: Beacon Press, 1969), 19, 348.
12) Ibid.
13) Charles W. Kegley and Rovert W. Bretall, eds., The Theology of Paul Tillich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9), 333.
14) 엘리아데의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trans. William R. Trask (Orlando: Harcourt, Inc.,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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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과정을 따라가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과정을 따라간다. 종교에 있어서
상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상징의 의도가 그 상징하는 대상을 보다 깊고 넓
게 만드는데 있다고 주장한다.15)
여러 가지 유대교적 상징들 혹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기독교적 상징들 중에서 가
장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요소 중의 하나는 ‘빛’이다. 종교적 상징으로써 ‘빛’은 이들 종
교가 구성했던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 자체를 지시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사용은 그 상징
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상황 가운데 둠으로써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드러내게 하는데 충실하게 사용되어져 온 것 중의 하나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상화’
의 위험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상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빛의 가지고 있
는 본질적인 특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빛은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
른 한편으로 분명한 형상을 가진 다른 상징들에 비해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
므로 그 지시하는 대상을 형체적으로 우상화 하는데 쉽지 않다.
종교적 상징이 우상화를 극복하고 그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한다.
[그림 2] 상징 체계 – 자기 부정성과 자기 긍정성의 변증법

[그림 2]에서 보듯 상징이 상징의 대상이 가지는 의미와 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성과 자기 긍정성의 변증법의 과정을 사용한다. 자기 부정성과 자기 긍정성
은 모두 그 상징을 접하는 사람들의 창의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상징은 그 스스로가 가지는 원래의 의미와 지시하는 바를 넘어서서 상징하고자 하는
어떤 실재를 가르킨다는 점에서 자신을 부정한다. 그러나 상징은 자기초월적 의미에서
는 자신을 긍정한다.16) 그러므로 부정성과 긍정성이 서로 창의적으로 발전해나가고
Images and Symbols, trans. Philip Mai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15) 다음 책들을 참조하라. Karl Jaspers, Truth and Symbol, Trans. Jean T Wilde and
others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59); D. Mackenzie, Dynamics of Faith
(New York: Harper & Row, 1957); Louis K. Dupre/ 권수경 역, 『종교에서 상징과
신화』 (서울: 서광사, 1996).
16)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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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해 나가는 변증법적 상관관계의 과정을 통해 그 역할을 완성한다.
기독교의 예배 공간에서 빛이 가지는 상징의 의미와 실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 발전해 왔다.
[그림 3] 빛의 자기 부정성과 빛의 자기 긍정성의 변증법
상징

자기
부정성

자기
긍정성

상징의
대상

빛

조명의
역할 부정

상징의
대상 지시

야훼
하나님의
속성 혹은
임재

→

→

→

예배의 공간에서 빛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부정한다. 공간을 구성
하고 배열하는데 있어서 빛의 본래적 의미는 ‘조명’에 가깝다. 빛은 밝게 하여 낮을 만
드는 자연 법칙의 요소이다. 그러나 예배 공간에서 빛은 자신을 부정함으로 자기 긍정
으로의 창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 부정성의 단계를 거친 상징으로써의 빛
은 다음 자기 긍정성을 통해 상징의 대상을 지시하게 된다. 다만 빛이 상징의 대상으
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그것은 동일하지 않다. 여전히 모호함을 간직한다. 예를 들
면 빛이 지시하는 상징의 대상으로 신적 임재, 신적 은총, 신적 속성, 혹은 신적 실재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 각자가 어떤 창의적
해석의 과정을 거쳐 왔는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II.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상징으로써의 빛과 창의력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빛에 대한 개념이 예배 공간에 처음 적용된 것은 ‘성막’
으로 보인다. 사실 성막 이전의 본문에서 하나님과 개별적 예배 공간으로써의 여러 장
소들은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공간들은 어떠한 건축의 요소들이 예배를 위
해 배열되고 디자인 되었다기보다 장소가 가지는 특별함에 기반한 장소들이었다. 예를
들면 야훼 하나님이 임재 하셨던 혹은 경험했던 장소들이었다. 그에 반에 성막은 이스
라엘 민족이 예배 공간의 디자인과 구성에 대해 처음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루
어냈던 장소였다.
출애굽기 전승에 따르면 이 공간은 사람들의 임으로 설계되고 건축된 공간이 아
니라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의 자세한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출애굽기 25~27장).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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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이 예배 공간이 의미하는 상징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설해 주지는 않았
다. 다만 성막을 사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에 사용된 재료나 공간의 배
열은 그 하나하나 가지고 있던 본래의 기능과 의미가 부정되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 존재와 연관된 ‘어떤 것’으로 자기 긍정성을 갖추게 되었다. 본래 ‘천막’으
로의 가치는 사라지고 야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매체로서 ‘성막’으로의 창의적 변환
이 이루어진 것이다.17) 성막에서의 빛의 사용은 이러한 자기 부정성과 자기 긍정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요소이다.
이 장소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성소와 지성소가 같이 있는 공간이다. 성막 전체
가 야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의 공간은 지성소에 있다. 지성소
에서의 빛의 사용은 극히 제한되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성소의 공간은 천막
으로 덮혀 있다. 지성소를 덮은 덮개는 모두 4개의 두툼한 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성
소의 건축물 자체에 창문이 전혀 없었다.
야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분명 지성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상상력
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지성소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았다. 궁극적인 존재를 어
떤 상징의 틀 안에 가두어 둘 때 그 상징은 우상적 상징들로 변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인간 본성 자체가 종교적 상징을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 일치시키려는 치명적 위험
을 가지고 있다.18)
이스라엘의 우상적 상징의 위험성은 빛에 대한 상징적 개념이해와 함께 극복되었
다. 성막에서 빛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동쪽으로 난 ‘문’에서 발견되었다. 문의 본
질적 의미는 사람의 출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성막이 동쪽으로 배치됨으로 인해 문
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자기부정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 야훼 하나님은 문
을 동쪽에 배치시킴으로 그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창의력을 확장시켰다.
어느 지역에서든 고대인들에게 동쪽은 태양과 연관된 방위였으며, 빛의 속성의
방향이었다. 어둠과 밝음의 단순한 대립구조의 도식에서 밝음은 그들이 선호하는 신의
속성이자 상징이었고, 그래서 대부분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은 신의 방향으로 상징화된
인식을 가져왔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성서 본문의 여러 곳에서 동쪽은 야훼 하나님과 연관된 방향으로 표현된다.19) 또한
초기 기독교의 바실리카 이후 전통적으로 예배 공간에서 제단은 동쪽으로 향하고 회
17) Aidan Kavanagh, Elements of Rite: A Handbook fo Liturgical Style (New York:
Pueblo Publishing Company, 1982), 14; Chang-Hee Jeon, “Edward A. Sövik and his
Non-Church Design,” Theology and Praxis, vol. 20 (July 2014): 51-52.
18) 틸리히, 『문화와 종교』, 51.
19) 이러한 인식은 주로 에스엘 8장 16절, 에스엘 11장 23절, 에스겔 43장 1~3절, 시편 36
편, 시편 37편, 시편 89편, 시편 90편에서 두드러지게 서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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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을 서쪽으로 향하게 지어졌는데 이러한 신학적인 개념이 구약적인 개념으로부터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20)
이런 점에서 볼 때, 빛에 대한 상징적 접근은 자칫 천막 안에 가두어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상력을 창의적으로 확산시키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상징은 그 자체
가 우리에게 닫혀 있는 어떤 것의 실재의 수준을 개방한다. 즉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
할 수 없는 실재에 대하여 그 실존적 의미와 힘을 개방해 준다.21) 이스라엘 사람들에
게 동쪽에 떠오르는 찬란한 햇빛은 단순히 밝음과 따스함의 역할을 넘어 그 이상의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종교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22) 이러한 빛의 사용은,
웅장한 구조물로 예루살렘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중세 서구 기독교 예배 공간의 디자인과도 연관되어 이해될 수 있다.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온 기독교는 유대교가 견지했던 비가시적 신의 존재를 계
승했다. 다를 다른 종교들이 우상을 사용함으로써 신에 대한 혹은 신의 임재에 대한
창의적 사고가 최소한의 필요에만 갇혀 있었다면, 기독교의 과제 중의 하나는 그 예배
공간에서 비가시적 존재인 야훼 하나님을 그 회중이 창의적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서방 기독교의 예배 공간은 신을 일괄적으로 경험하게 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디자인되었다. 그 중심에는 빛이 있었다. 빛은 느끼거나 볼 수는 있으나 실체를 그려
내거나 형상화 해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시성을 느끼지만 형체가 없는 빛의 사용을
통해 회중들은 일정하게 일치된 종교적 경험을 강요받기보다 각자의 창의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물론 칼 융이 말한 것처럼, 상징체계는 개별적이지 않고 집단적이어서 공
동체의 집단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에 의하여 종교적 상징체계가 만들어 지
거나 수용되어지곤 하지만23), 그 상징이 창조해내는 의미와 힘들이 모두에게 동일하
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 공간에서의 상징으로써의 빛은 공동체적으로 신과 관
계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그 종교적 기능을 하지만 실제 그 상징을 통한 신과의
실존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창의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상징체계가 받아들여
지는 과정은 기독교의 예배 안에의 언어체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에 의하면 예배 안에서 언어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내
용들에 대해 회중들을 자신들의 해석의 틀로 이해한다는 것이다.24) 말하자면 내용이
20) Richard Kieckhefer, Theology in Stone: Church Architecture from Byzantium to
Berkeley (New York: Oxford Press, 2004), 11.
21) 임형모, “종교적 상징과 해석의 문제 연구: 폴 틸리히와 폴 리쾨르를 중심으로”, 394
22) 전통적으로 교회 공간에서 동쪽은 낙원이며 이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예배한다. 이정
구, “프로렙시스(prolepsis)를 향한 예배 공간의 구성,” 371.
23) Carl Gustav Jung, “Approaching the Unconscious,” Mand and his Symbols, ed.
Carl Gustav Jung (New York: An Anchor Book, 1964), 41.
24) 페리디낭 드 소쉬르/ 최승언 역, 『일반 언어학 강의』 (서울: 민음사, 2006), 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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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는 과정은 회중에게 동일하더라도 해석자의 실존적 현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25)
사실 유대교 이후 한동안 기독교의 예배 공간에서 빛은 실제적으로 의미 있게 배
열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초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핍박의 상황
으로 인해 무덤 같은 빛이 감추어지는 장소가 선호되기도 하였다.26) 하지만, 건축적
배열로써 빛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으나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은 포기
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기독교인들에 실제적 빛의 사용을 창의적으로
대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27) 초기 기독교의 어두운 예배공간에서 ‘말씀’과 ‘성만
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중요한 통로였으며, 그 예수 자신이 빛이셨다.
빛의 배열을 통해 종교적 경험을 창의적으로 경험하도록 본격적으로 예배공간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공인된 직후(A.D. 313년) 이후 바실리카(Basilica)
양식 이후에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28) 기독교가 공인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예배
공간은 황제의 명령에 의해 공식적이고 웅장하게 건축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이후의 건축물에는 현대처럼 철근, 콘크리트, 유리등의 획기적인 건축 재
료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육중한 돌로 지어졌다. 이러한 바실리카 양식의 예배 공간에
서 보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측면의 창문들이 높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건축기술이 하부에 창문을 배열했을 때 건물의 하중을 견딜 강도를 유지할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빛의 배치는 바실리카 예
배 공간에 있어서 종교적 창의력을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창의력의 심화는 역시 자기 부정성에서 시작한다.
고층 창문의 역할은 조명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창문을 통과한 빛이 예배 공간에 충분한 채광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 빛의 고유
목적인 조명으로써의 본질에 대한 자기 부정성이다. 고층 창문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 창은 벽 깊숙이에 자리 잡았다. 이것은 건축기술의 문제로 바실리카 예배 공간의
외벽이 두툼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층 창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외부세계와의 단절이다. 창문의 고유 목적중의 하
나는 내부의 공간을 외부의 공간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다. 그러나 바실리카의 창문
의 위치가 고층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 공간과의 연결이라는 창문 본질의 역
할 역시 부정한다. 이러한 외부 공간과의 연결에 대한 자기 부정은 후에 많은 창문을
25) Ibid., 94-95.
26) 이정구, “예배 공간에서 빛과 색에 관한 신학적 의미”, 84.
27) 신학자 요한은 예수를 ‘빛’으로 표현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요한복음 1:9).
28) 화이트, 『기독교 예배학 입문』, 110. 바실리카 양식은 긴 장축형 평면을 가진 그 당
시 로마 제국의 법적 공공건물인 바실리카의 건축형태를 지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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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했던 고딕양식의 예배 공간까지도 계승되는데 그 방식은 사뭇 달랐다. 건축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고딕에서는 얇은 외벽과 낮은 창문을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다. 대신에 고딕 양식은 창문에 대한 모자이크를 발전시킴으로써 낮게 배열된 창문도
세상과 단절된 거룩한 공간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바실리카 예배 공간에서 회중의 종교 경험에 있어서 창의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빛의 배열은 다음의 구조적 설계에서 가능해졌다.
[그림 4] 바실리카 양식의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사용

바실리카 예배당의 공간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회중들의 공간이 회
당이고 하나는 제단이 놓여있는 반원형 공간이 후진(Apse)이다. [그림 4]에 나타난 빛
의 배열에서 본다면, 회당의 부분은 측면 외벽에 깊숙이 만들어진 창문들에서 나오는
빛들이 간접 조명의 역할을 하게 되어 회중의 공간을 어둡게 하는 반면 제단이 설치
된 곳에 보다 많은 빛을 유입되게 하였다. 그래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중
이 예배 공간에 들어섰을 때 후진 부분에 정면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긴 통로를 걷게
된다. 사람이 걷게 되는 ‘통로’는 이미 자기 부정을 통해 ‘건물의 이동의 길’로써가 아
니라 어떤 지시대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상징적 체계’ 안에 자리하게 된다.
대개 창문은 동쪽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것은 통일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제단 쪽을 동쪽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바실리카 이후에 나타나는 예배 공
간의 경향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29) 이러한 배열의 회당의 통로를 통해 어둠에서 밝
은 후진으로 향하는 회중들은 상징적 빛의 상징체계 안에서 창의적인 종교 경험을 실
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
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천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경험 혹은 야훼 하나
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제단(성찬상) 앞에 나아간
회중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영적 연합 혹은 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29) 제임스 화이트, 『예배의 역사』 (서울: 쿰란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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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러한 빛의 구조적 배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적 임재의 초월
성과 창의적으로 연결된다. 이미 관찰한 성막과도 같이 바실리카 양식 이후의 예배 공
간에서 후진의 대부분은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 내부로의 영적
임재가 외부로터 빛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동쪽의 후진 창문 너머의 공간은
사실상 세속의 세상이지만 창문과 빛으로 구성된 상징체계는 그 너머에 대한 창의적
상상력과 종교적 지향성을 실재하게 만들어 준다.30) 가다머(Hans-Georg Gadamer)는
상징의 표상기능은 단순히 현재 실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
적으로 현존하는 어떤 것의 실재를 타나낸다고 주장한다.31) 창문 너머의 초월적 어떤
것이 빛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회중의 예배 공간 안에서 실체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빛의 배열은 바실리카 교회 양식 이후의 중세 예배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작업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초월적 존재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분위기를 만들
어 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32)
서방 기독교가 빛의 배열을 통해 창문 너머의 신적 존재에 대해 상징적으로 경험
하게 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긴 장축형 예배공간의 배열을 통해 그 신적 존재에 대
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 기독교는 다
른 방식의 빛의 배열을 통해 사람들의 창의적 종교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방 기독교의 예배공간의 구성은 장축형의 평면적 예배공간과는 다르게 수직축
을 중심으로 설계된 중앙집중식 예배 공간을 발전시켰다.33) 동방 기독교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간은 크게 원과 사각형의 조화로 구성되었다. 고대 철학의 영향력
이 남아있던 동방교회에서는 완전함을 뜻하는 도형인 원은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며,
그와 대조되게 사각형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이해하였다. 서방의 기독교 예배 공
간이 제단 너머 즉 제단 창문 너머의 세계에 천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방의
기독교는 빛과 원을 사용해 예배 공간 안에 천상을 창조해 내었다.
동방 기독교의 예배 공간에서 원과 사각형은 각각 천장과 회중의 공간에 적용되
었다. 사각형의 본당 건물을 둥근 지붕으로 덮는 건축기술의 발달로 돔(반원형 지붕)
형태가 가능해졌다.34)
30) 바실리카 예배 공간을 구성하는 이러한 빛의 배열은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에 이르기
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고딕 양식 이후의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에서도 이
러한 배열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나, 빛으로 내부를 가득채운 18세기 합리주의 양식의
예배 공간에서 이러한 빛의 배열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된다.
31)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trans. Joel Weinsheimer and Donald G.
Marshall (New York: Continuum, 2004), 146-47.
32)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es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1), 27. Kieckhefer, Theology in Stone: Church Architecture
from Byzantium to Berkeley,, 11.
33) 화이트, 『기독교 예배학 입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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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 소피아 교회의 평면도

[그림 5]는 대표적인 동방 기독교의 수직형 예배 공간인 ‘성 소피아 교회(The
Church of Hagia Sophia)’의 평면도이다. 그림에서 중앙의 원형 부분이 돔이고 사각형
부분이 본당이다. 이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사용도 바실리카 형태의 서방 기독교의 예
배 공간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것은 어두움과 밝음의 대조이다. 동방 기독교의 예배
공간이 서방 기독교의 양식과 다른 점은 많은 창문들과 강한 빛의 유입으로 인한 밝
아진 부분은 둥근 형태의 천장(Dome)이라는 것이다. 물론 회중의 공간은 바실리카 양
식처럼 어둡게 남아있다. 바실리카 양식의 예배 공간이 빛이 유입되는 근원으로 나아
감이라면, 동방 기독교는 예배 공간 안에 천상을 창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우선 둥근 천장의 하단 부분에 많은 창을 배치하여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들로
인해 마치 천장이 공중에 부유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빛으로 생긴 경계에 의
해서 회당과 천장은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이 부정되고 새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창조
되었다.
틸리히는 상징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간주한다. 상징은 상징의 대상과 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사멸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35) 빛은 그 자체가 상징으로써 집단적 창조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성 소피
아 교회의 예배 공간에서처럼 이러한 빛의 배열은 상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성장시키고 회중에게 영적 공간에 대한 창의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 반응은 상징으로써 빛이 가지는 의미 너머의 실재적 의미와 힘에 참여
하게 만든다.
34) Ibid.
35)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51),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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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피아 성당의 경우에서처럼 둥근 천장은 천상의 실재는 아니다. 천상도 단지
둥근 천장의 상징에 갇혀 있지 않다. 둥근 천창은 틸리히의 말을 빌리자면 단지 ‘상
징’(only a symbol)dl 아니라 ‘적어도 상징 이상’(not less than a symbol)이다.36) 하단
부의 강한 유입으로 인해 지붕이 비물질화되여 강한 창의력을 발휘한다. 상징은 비록
상징화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실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의미
와 힘에 참여하게 된다.37)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부유하는 천장은 “빛이신 하
나님의 신비로운 임재 속에 천상의 예배에 참여함을 상징적으로 표현”38) 할 뿐만 아
니라 예배당 안에서 회중들이 보다 직접적인 영적인 공간을 창의적 실재로 경험하도
록 도와준다. 엘리아데는 이러한 종교적 상징의 역할을 ‘종교적 상징주의의 실존적 가
치’로 부르고 있다.39)

V. 나가는 말
사실 종교적 창의력이 형성되는 메카니즘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
이 아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 예배공간에서 배열되는 상징으로써의 빛을
통해 창의력이 형성되고 사용되는 메카니즘을 역사적 건축물들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것은 자기부정과 자기긍정의 과정이다. 상징은 그 스스로가 가지는 원래의 의미와
지시하는 바를 넘어서서 상징하고자 하는 어떤 실재를 가르킨다는 점에서 자신을 부
정한다. 그러나 상징은 자기초월적 의미에서는 자신을 긍정한다. 그러므로 부정성과
긍정성이 서로 창의적으로 발전해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변증법적 상관관계의 과정을
통해 그 역할을 완성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건출물들의 예배공간에서 빛의 배열은
이러한 자기부정과 자기긍정의 변증법적 과정을 경험했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
한 과정을 통해 빛이 어떻게 그 상징 대상의 의미와 힘에 참여했는가를 또한 관찰했다.
사실 현대 기독교가 그 예배공간에서 잃어버린 상징성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빛’이다. 동시에 종교적 창의력을 형성시키는 메카니즘을 잃어버린 것도 너무 불행한
일이다. ‘빛’의 역할의 무대의 ‘조명’ 정도의 역할로 자리매김한 예배공간은 우리 주면
에서 쉽게 그리고 여러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
36) Tillich, Dynamics of Faith, 45.
37) Ibid., 42.
38) 유영희, “현대교회건축 예배공간에 나타난 빛 표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
인 문화학회지」 제20호(2014년 6월): 378.
39) Mircea Eliade, “Methodological Remarks on the Study of Religious Symbolism,”
The History of Religious: Essays in Methodology, eds. Mircea Eliade and Joseph
M. Kitagawa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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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우상화는 어떤 초월적 대상을 고정된 혹은 기대하는 틀 안에 가두어 둠으
로써 종교와 삶을 연결시키는 창의적인 사고나 경험을 제한한다. 그래서 창의력이 결
여된 우상화는 시대를 읽지 못하며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에만 사로잡히게 한다. 그래
서 시대를 비판할 줄은 알지만 그 시대에 대해 창조적이지는 못하다. 그것은 기독교가
현대사회에서 대처해야하는 방향이 아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종교적 창의성을 잃어버린 이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 기독교는
그 본질을 잃어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독교는 우상화 되어 기복신앙이나 물질만능
주의에 물들어 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일방적으로 그 신에게 필요를 구하
는 우상화된 종교가 되어간다는 세상의 비판 앞에 기독교는 스스로를 변호하기보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신인 야훼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작해야 한
다. 빛이 제공하는 종교적 창의력은 예배 공간에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제 기독교 예배 공간은 빛을 단순히 조명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종교의
실존적 임재와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로서 빛의 사용과 배열에 대해 고려해 보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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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1-C-1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 형 락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예배학)
실천신학회에서 발표될 전창희 박사의 발표 논문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의뢰를 받아 읽어보면서 매우 재미있는
연구주제를 다루었음을 알게되었다. 본 논문은 예배학의 분야 중 하나인 교회건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을 사용한 건축이 예
배를 드리는 회중들의 종교적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이며, 창의력과 관련하여
종교적 상징이 어떻게 회중들로 하여금 그것이 지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과
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잘 기술하였다.
본 논찬자는 본 논문이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두 가지 공헌들을 주었다고 생각한
다. 첫째로 빛이라는 자연현상이 예배 건축을 통과하여 상징이 되면서 그 본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임재 혹은 은혜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시하게 되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창의적 과정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부분
은 단순하게 생각해왔던 빛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 에배에 활용시켜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이것이 교회 건축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설명한 부분이다. 이러한 예시들은 지금 현대 한국 기독교 예배 건축들이 빛이라는 존
재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동 서방 교회들의 건
축 양식들이 빛을 어떻게 사용하여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를 여러 가지 그림과 건축도
면들을 통해 보여주면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지만 본 논찬자는 상징의 해석의 과정에 대한 논지에 전창희 박사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자연현상으로서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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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두 가지 학문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기호학에서 주장하
는 기호로서 상징(symbol)의 의미전달 과정이며 둘째는 미학의 영역에서 숭고(the
sublime)를 경험함으로 오는 인간의 누미노제 체험이다. 먼저 소쉬르의 언어 분석적
기호론(semology)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semiotics)의 이론에서는 기호로서 상징이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로
전달되는 것은 인간의 창의력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지시하게 만든 법칙 혹은 인간 그
룹들의 교육(의식이든지 무의식이든지)과 경험에 의해서라고 주장한다.
퍼스에 의하면 상징기호는 그것의 원 의미인 대상체와 일정한 법칙에 의해 관계
를 맺는 기호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은 복제를 통해 의미가 전달된다고 주장한
다.1) 즉, 이 설명은 상징이 본래의 의미인 대상체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로 생성되
는 것은 바로 상징이 지시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 문화적 법칙이나 교육같은 경험을
통해 된다는 것이다. 즉, 교회력에서 사용하는 색(보라색, 흰색, 빨간색, 초록색)은 그
본래 의미인 색감에 의미 부여를 하여(이것은 하나의 법칙 체계를 형성한다) 그 색으
로 하여금 의미를 지시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인위적인 법칙
을 부여하여 만든 상징체계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연현상인 빛과도 연관이 있
을까? 빛은 성서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도구로 표현된다. 특히 빛과 어
두움이라는 이항대립적 구조(binary opposition)에서 어두움은 악을 상징하고 빛은 절
대 선인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 교회당 안에서
내리는 빛은 그 본래의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시하게 된다.
또한 퍼스의 이론 중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해석소(하나의 기호가 지시하여 만
들어낸 의미전달 과정)은 그것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호와 상징이 되어
다른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되고 연속으로 무한하게 의미를 계속 생산해낸다. 이것
을 퍼스는 무한한(ad infinitum) 기호작용이라고 설명한다.2) 물론 이러한 과정을 인간
의 창의력에 의한 생성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퍼스에게 있어서
는 기호 자체의 생성과 창조성을 조금 더 강조한다. 이 부분이 전창희 박사의 논지와
다른 부분이다.
또한 빛이라는 상징이 하나님을 지시하는 것이 기호작용에 의한 이성의 영역에서
만 기능하는 것일까? 본 논찬자는 이성의 영역 뿐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
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미학의 분야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이 아름다
움을 느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미학(aesthetics)이다. 아름다움은 인공적으로 만들
1) 찰스 샌더스 퍼스, 김성도 역, 『퍼스의 기호 사상』 (서울: 민음사, 2006), 157.
2) Charles Sanders Peirc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eds Charles
Hartshome and Paul Weiss, 8 vo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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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에서 올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을 압도하는 자연현상이나 종교적 체험에서
도 느낄 수 있다. 미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숭고(the sublime)라고 부른다. 이 숭고함
앞에서 인간에 의해 창조된 미의 형식이나 내용은 모두 사라진다. 빛이라는 자연 현상
이 건축물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직축을 따라 내리쬐일 때, 내부
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음을 제공하게 되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압도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숭고이며 그 숭고로부터 절대 미를 지닌 존재
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누미노제의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한나님을 경험
하는 인간의 감정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룩한 감정(affection)’이라 정의한다.3)
그렇다면 기독교적 체계 안에서 상징으로서 빛이 하나님을 지시하는 전달과정
은 기호의 의미 전달과정이 우선인가? 아니면 미학적 경험이 우선인가? 본 논찬자는
어떤 것이 우선된다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두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상징
으로서 빛이 하나님을 지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이성적 영역과 감
정적 영역 모두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 부분은 발표 때에 전창희 박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이
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찬자는 교회 건축에 있어서 빛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전창희 박사의 의견에 깊이 동감하면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
해서 실천적 영역에서 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논의하는 것도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학회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제안
하면서 논찬을 마치려고 한다.

3) 조나단 에드워즈, 정성욱 역, 『신앙감정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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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1-C-2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 명 실 박사

(영남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예배설교학)
빛은 문화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도 많은 것을 말해주며 거의
모든 종교에서 불변의 상징으로 작용해왔다. 각 종교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신적인 그
무엇을 위해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상징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예배에서는 더욱
더 그랬다. 성경의 저자들 대부분이 빛의 메타포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하는 진리
와 평화, 그리고 생명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만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2천년의 기독교 예배에서도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하는 진리와 생명,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가장 잘 전달해온 상징이었다. 이것은 동,서방 교회들 모두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건축에서도 빛의
상징을 이용한 많은 기법들이 발달하였는데, 예배실 창문이나 교회건축물 속에서도 가
장 중심부를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 특히 개신교 예배에서 이처럼 가장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상징인 빛에 대하여 그 풍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예배 속에서
재현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초와 같은 특정한 빛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상적인
것으로까지 여기기도 하였다. 전창희는 기독교 예배공간에서 기독교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주는 최고의 상징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도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글을 전개한다. 상징과 우상의 차
이점을 설명한 후 예배공간에서 사용되는 여러 모양의 빛은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상징이라
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의 예배실들에서 볼 수 있는 빛들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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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것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역이 드러남을 제시하며 빛을 이용한 좀 더 풍부한 상
징사용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전창희는 빛과 같은 상징이 왜 기독교 예배를 풍부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설득
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빛과 같은 상징이 가진 모호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호성이야 말로 우상으로 치우칠 위험성을 막아주며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대해
오히려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예배의 빛들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가치를 드러내지 않기에 오히
려 더 자유롭고 풍부하게 주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디
지털처럼 정확히 말해주지 못하기에 기독교 예배의 상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목
소리에 매우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창희의 논문은 매우 재밌고 유익한 사고들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몇 가지 아쉬움들이 있다: 1) 빛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과 우상에 대해 말했다
면, 글의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다. 기독교 예배와 빛의 관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우상으로까지 오해되기에 빛의 상징적 가치를 소개하고 우상과의 차이를 말해주었다
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상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상상력의 유익에
대해 말했다면 보다 읽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싶고,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의 상징이 두 개의 가치, 즉 자기부정성과 자기긍정성을 갖는 것에 대
해 설명할 때, 이것은 메타포 이론에 관련된 것이다. 메타포, 즉 은유가 갖는 같음과
다름의 균형과 긴장이 그 은유로 하여금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폴 리꾀르와
같은 메타포로 저명한 수사학자들의 이론들이 조금 보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3)
또 ２페이지에서 “창의력이 사라진 종교는 우상화되기도 쉽다”라는 표현은 논리적 비
약으로 보인다. 창의력이 사라진 것은 자동적으로 우상화되는가? 여기서는 ‘화석화’된
상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석화되어 더 이상 생동감 있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
이며, 오히려 ‘우상화’는 더 큰 창의력과 열정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4)
마지막으로 ４페이지의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성서해석학자들의
작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스스로의 해석에만 의존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보다 학문적 차원의 각주가 필요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했으나 너무 평범해서 잊혀 지거나 소홀히 여겨지고, 너무
모호해서 우상적인 것으로까지 오해를 받았던 기독교 예배공간을 채우는 최고의 기독
교 상징인 빛을 다시 활발히 사용하자는 전창희의 주장이 한국 개신교 예배의 변화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목소리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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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A
발표자: 박원길 박사(호서대)
“선교적 교회의 목회리더십”
좌장: 구병옥 박사(개신대)
논찬1: 최재성 박사(서울신대)
논찬2: 조재국 박사(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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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A 발표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연구
박 원 길 박사

( 호서대학교 시간강사/ 실천신학 )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론의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기존의 전통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목회 리더십의 방향과 실천적인 과제를 연구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세기 눈부신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목회패러다임의 특징
은 '성장 중심'의 목회이다. 이를 ‘메가처치현상’1) 이라고 부른다. 또한 ‘성장중심’의
목회는 ‘신앙생활은 교회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회중심’목회의 특징을 가진다.
교인들의 신앙척도는 오직 그들이 얼마나 소속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에 어느 정
도 헌신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 결국 한국교회는 기독교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
지만 개교회주의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성장 중심’ ‘교회 중심’의 목회패러다임은 한국교회의 눈부신 양적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선 성장 중
심의 목회는 ‘성장제일주의’의 가치관을 확산시켰고, 팽창주의와 업적주의와 결합되어
* 제1저자, ** 교신저자 . [본 논문은 박원길,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14)의 일부를 요약, 수정,
보완한 것임]
1) ‘메가처치’현상은 교회의 무능력, 부패,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가처치가 현대
기독교의 모든 잘못의 원인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메가처치 현상은 오늘날 교회
와 기독교의 세속주의, 부패, 타락 등의 모든 문제 한복판에 존재한다. 교회의 무능력
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메가처치 현상이 생겼으며, 이 현상은 다시 그러한 교회의 무능
력과 부패를 확대 재생산한다. 분명히 메가처치는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침체 과정에
서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신광은, 『메가처치 논박』 (고양: 정연, 20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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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에 물량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조장하게 되었다. 이는 교회의 계층화, 양극화
를 초래 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간의 계층적 양극화,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인적,
물적 자원의 유무에 따른 대형교회와 소형교회로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계층적
양극화는 교회간의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회의 규모에 따라
자부심과 자만심, 혹은 좌절감과 열등감을 심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개 교회
중심의 성장목회는 사회적 공신력(公信力)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성장 중심의 목회가 어느 시점에선가 한계점에 도달
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통계적인 지표는 한국교회가 성장이 아니 마이너스 성
장으로 돌아섰다고 경고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시대의 도래로 교회
의 외적환경변화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취약성의 문
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의
등장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선교적 교회론’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잊고 있던 교
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교회 본질의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신학화이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선교적 교회를 도출해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기로에서 선
교적 교회를 향한 리더십을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선교적 교회의 본질과 신학적 이해
1) 선교적 교회의 성서적 근거와 의미
구약성경에서 ‘교회’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교회’는 신약성경의 용어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약에서 교회와 관련된 통찰을 얻을 수 두 단어가 있는데 ‘카
할( . )’과 ‘에다( )’이다. ‘카할’은 본래 ‘부른다’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로서 ‘의
논하기 위하여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이다. 이 말은 백성들의 실제적인 집회를 뜻한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전달해준 율법을 듣기 위하여 모인 모임이 곧 ‘카할’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대체로 ‘회중(congregation)’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에다’도 처음에는 ‘카
할’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모임을 뜻했다.
‘에다’는 언어학적으로 ‘카할’보다 더 오래된 말로서 ‘택한다’는 뜻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에다’는 ‘택함을 받아 모인 집단’이라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약의 유대공동체가 지극히 민족적인 폐쇄 공동체가 아닌 개방적인 선교적인 공동체
였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카할’과 ‘에다’와 더불어 구약에서 주목해 볼만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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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용어이다. 백성에 해당되는 ‘암 ( )’이라는 히브리어
는 본래 친족 또는 씨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씨족 또는
가족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얻어진 호칭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 이스라엘이다.2)
백성이란 말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얻어진 호칭이지만 단지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말
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언약관계를 통해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주어
지는 호칭이기도 하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성경과 달리 교회의 개념과 명칭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
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 하실 때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έκκλησία)’이다. 문자적인 뜻은
‘함께 불러내어서 만남’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헬라어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으로
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한다.3)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
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구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4)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
는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가 보냄을 받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
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
라를 선포하고 구현하는 선교적공동체인 것이다.
2) 선교적 교회의 역사적 이해
Craig van Gelder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관은 세 가지 유형을 거쳐
형성되었다. 첫 번째는 제도화된 교회(established church)와 두 번째는 자발적 교회
(corporate church)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이다.5)
제도화된 교회는 ‘Christendom’ 안에서의 교회관이다. 크리스텐덤은 20세기 말까
지 적어도 11세기 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종교적 문화를 일컫는 말이다. 그 연원
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의 권좌에 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예배의 자유
를 주고 기독교를 편애하여 제국의 모든 종교를 훼손시켰던 그 시기까지 올라간다.6)
이런 시기에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선교라는 것은 로마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로 간주 되어서,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2) 강사문, “구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상”,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와 신학」 제30집(1997): 117.
3) 아가페편찬위원, 「아가페성경사전」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1), 133-134.
4) 성종현, “신약성서에 나타난 교회-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신약성서 신학적 고찰”,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와 신학」 제30집(1997): 78.
5) 문상철, “크래이그 밴 겔더의 선교적 교회론”, 제34회 한국선교학포럼, 2009년 9월 25일.
6) Mihael Frost an Alan Hirsch, The Sharping of Things to Come, 지성근 역, 『새로
운 교회가 온다』 (서울: IVP) 20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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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주된 관심은 로마의 영토 안에 있는 그리
스도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회의 문제였다. 이때부터 교회는 선
교를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
둘째, 자발적 교회 개념은 교회가 신앙생활의 목적에 부합한 조직으로서의 기능
을 한다는 것으로 교회를 주로 기능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즉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 친교 그리고
봉사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타의 활동을 교회가 기능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런 자발적 교회 개념의 밑바탕에는 개인주의와 신앙이 공존하며 신앙은 점차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 되고, 결국 교회는 공적 영역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
는 이유가 된다. 또한 교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마케팅 개념이나 혹은
여타의 사회학적인 학문이론을 수용하게 된다. 자발적 교회 개념 속에서 좋은 교회란
교인들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주는 교회이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론 또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선교적 교회 개념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Lesslie Newbigin이었다. 인도에
서 35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뒤 Lesslie Newbigin은 인도 마
드라스의 빈민촌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던 희망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에서는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는 ‘희망의 소멸’7) 과 ‘기독교 세계의 붕괴’8) 라고도 비판했
다. 그는 기독교 세계에 속한 서구 사회를 선교사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서구사회가
스스로를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는 서구교회의 회복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어
야 함을 강조하였다.
1952년 독일의 작은 마을 빌링엔(Willingen)에서 열렸던 세계선교협이회에서는 선
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선교사로
서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선교의 개념과 더불어, 선교의 본질로서 ‘하
나님의 선교(mission)’9)와 전도와 교회 개척, 구호와 개발 등의 선교 활동(missions)을
규정했다. 단수인 mission은 본질을 나타내며, 복수인 missions 는 본질에서 파생된
것으로 규정되었다.10)
7) Lesslie Newbigin, The Other Sid of 1984: Question for the Churches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3), 1.
8) Lesslie Newbigin, Household of God, 홍병룡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IVP,
2010), 15.
9)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감독이었던 칼 하
르덴슈타인( Hartensein)으로서 그는 프라이탁(Walter Freytag)이 편집한 “어제와 오늘
사이에 있는 선교” 라는 빌링겐 대회에 관한 독일어 보고서 가운데 “신학적 각성” 이
라는 글을 쓰면서 Misio Dei 라는 라틴어 형태를 처음 사용했다. 김은수, 『현대 선교
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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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론의 구체적인 연구는 Newbigin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북미 신학자
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서구사회와 기독교가 처한 위기의식에서부터 시작
된 것으로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이하 GOCN)를 형성하게 된다. GOCN
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된 시대에 맞는 교회론을 찾고 있다. GOCN이 추
진한 ‘선교를 향해 변화하는 교회들’(Developing Congregation Models) 프로젝트의 결
과로 작성된 선교적 교회 12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다.11) ①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선
포한다. ② 선교적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배움에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③ 성경은 선교적 교회의 삶에서 규범적인 역할을 한다. ④ 이 교회는
주님의 삶, 죽음,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을 세상과 다른 집단으로 생각한다. 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주시는 구체
적인 선교적 소명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⑥ 선교적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 행동하는 방식에 의해 드러난다. ⑦ 그것은 화해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⑧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⑨ 이 교회는 환대를 실
천한다. ⑩ 예배는 이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경축하는 핵심적 행위이다. ⑪ 이 공동체는 생생한 공적 증거를 행한다. ⑫ 교
회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한 표현임을 인정한다.
3) 선교적 교회의 본질과 신학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출발점이다.
Johannes Hoekendijk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사역의 출발점일 수도 없고, 선교사역을 주도하거나 끝낼 수도 없으며,
다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기관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는 그동안 기독교 세계에서 누렸던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12) 이승진은 “Hoekendijk의 이런 관점이 하나님-교
회-세상의 도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세상-교회의 도식을 주장하여 전통적으로 인정되
어 온 교회의 역할을 파격적으로 축소시켰다”고 보았다.13)
선교적 교회론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선교를 위해 성도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교회의 존재와 목적과 기능을 하나님의 선교 틀 안에서 이해한다. 남정우는
10) 최형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대한 통전적 고찰”,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
회, 「선교신학」 제10집(2005): 43. 재인용.
11) Mihael Frost anf Alan Hirsch, The Sharping of Things to Come, 지성근 역, 『새
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IVP, 2009), 33.
12) 이승진, “선교적 교회론과 교회 갱신 방안”,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
신학」 제30집(2014): 232.
13) 이승진, “선교적 교회론과 교회 갱신 방안”,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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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이해하며 선교가 교회의 기능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는 것을 부정한다”면서 “교회가 교회 내부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
라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교회”여야 함을 강조했다.14)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필수적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Johannes Blauw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는 없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 이
외에 다른 선교도 없다”고 말하였다.15) 또한 Karl Barth는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 한다”16)고 했다. 이처럼 교회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이는 교회가 구원받아야 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동규는 “선교적 교회론은 기본적으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라는
기본명제에 기초하여 교회의 조직과 사역의 구성과 실천을 탐구하는 모든 학문적 노
력을 가리킨다”고 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존재하며, 더 나아가 그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복음전
파, 하나님 나라의 확산체로서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강조한다.17)
Newbigin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에게 현재의 시간은
세상에 대한 증인으로서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
다”라고 했다.18)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19)
로 보았는데 그 특별한 선택은 곧 선교를 위한 부르심인 것이다. 결국 교회의 선교는
부차적인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교회는 세
상을 위해 보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선교를 통해 자신의 목적과 본직
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2.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1) 한국교회의 신학적 특징
14) 남정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은사 및 사역 개발”, 장로회신학대학교, 「제13
회 소망신학포럼」(2011,4): 24.
15) Johannes H. Bavinc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진호진 역, 『선
교학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0), 78.
16) 이현기 편, 『역사속의 교회』 (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5), 160.
17) 최동규, “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선교적 교회론의 기초”,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3집(2011): 280.
18) Lesslie Newbigin, Household of God, 홍병룡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
독교학생회출판부,2010), 169.
19) Lesslie Newbigin, A Faith For This One World? (London: SCM Press, 196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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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 전반에 흐르고 있는 실천적 신학 사조는 교회성장과 번영신학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 사조 속에 양적부흥의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지만 그에
반하는 약점도 가지게 되었다. 첫째는 제도화된 교회이다. 제도화된 교회인 한국교회
에서는 유교식 서열의식의 영향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 또는 교회 안의 직분을
위계식 서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교회의 평신도라는 말은 직분이 없
는 기업의 평사원과 비슷한 의미로 오해하고 다른 평신도 직분을 마치 계급과 같은
의미로 굳어진지 오래다. 교회의 조직이 관료제화되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
보다도 본래의 목표달성보다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중시하여 조직유지에 치중하
게 되는 ‘목적전치 현상’이다. 즉 교회 본래의 목적이 아닌 조직의 유지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물량주의 맘모니즘이다. 한국교회의 물량주의에 대해 이원규는 교회 안의
물질주의를 ‘맘모니즘(mammonism)’으로 규정한다. “맘모니즘이란 부, 돈, 재산, 소유,
재무,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나 행위”20)를
의미한다. 한국교회 안의 맘모니즘과 같은 물량주의는 교인에 대한 평가를 헌금 액수
나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에 의해 결정하고, 주일 예배 출석, 전도, 속회예배, 성경공부
등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주어 교인의 믿음 생활을 수량화 하거나 수치를 함으로, 예
배와 전도 및 선교의 본래의 목적이 하나의 사업처럼 변질되게 만들었다.
셋째는 기복신앙이다.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 성도들의 기복신앙에 대한 것으로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의식과 형태 속
에 기복적인 경향이 강하게 내재하고 있으면 신앙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 한 가
지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철학이나 목회활동에 기복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성도나 목회자나 기복신앙은 신앙을 물질획득의 도구나 성공과
출세 도구로 삼는 도구화의 결과를 가져온다.
넷째는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이원론적 세계관의 한국교회는 교회와 세상을 이원
론적으로 나누어 서로 대립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어왔다. 기독교 전래 이전에 한국사
회에 뿌리 깊게 내린 유교와 불교 그리고 한국 사람의 심성에 바탕에 존재하는 무속
에 익숙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과 갈등은 교
회와 세상을 이분법적 구분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속감을 가
지고 신앙에 매진하면 매진할수록 다른 종교에 대한 배척이나 반감도 아울러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교회가 지역에 존재하면서도 지역사회
에 무심하고 또 세상에 무심하면서도 전도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런 교회를 한국일은 “반선교적 특징과 구조를 가진 선교하는 교회” 라고 지칭한다.21)
20) 이원규, “한국교회와 맘모니즘”,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사상」 통권 제466호(1997
년10월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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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교적 교회론의 적용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신학을 극복하고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를 위한 작업으로 다
음 몇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구원론의 패러다임 변화이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특징은 구원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말론적 관점에서 개인이 구원받는 사건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이를 가리켜 ‘구원의 환원주의’ 혹은 ‘복음 환원주의’라고
한다. 이는 ‘축소복음주의’에서 비롯되었는데, 교회가 구원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
하여 관리가능한 제도와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Darrel L. Guder는 이러한 교회
의 복음에 대한 축소주의 지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
시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Guder에 따르면, “축소주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며 또한 축소된 복음은 하나님을 평범한 신
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과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다”22)고 역설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개인중심의 구원론을 극복하고
지금도 교회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론은 말해야 한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
님이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
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개인구원론에서 세상의 구
원으로의 패러다임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둘째, 교회성장주의 교회론의 극복이다. 교회성장학은 그 학문적 특성상 신학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
다. 만약 어느 한 가지만 발전해서는 그 신학적인 목적을 온전히 성취 할 수 없다. 그
래서 최형근은 “신학적 차원을 무시한 채 실천적 차원만 강조될 때 왜곡과 탈선 현상
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23) 고 지적하면서 한국교회 교회 성장학의 부정적 영향
을 비판한다.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학의 실천적 차원만을 강조하며 교회의 양적 성장
에만 몰두 하였다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가 잃어버린 지역교회의 특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신학적
인 기초를 제공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특정 교회의 성장 신화를 모델화하고 그것을 매
뉴얼로 만들고 프로그램화하여 무분별하게 모든 지역교회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한다.
오히려 각 지역교회가 처한 고유한 문화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선교적 환경으
21) 한국일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교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세
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제30집(2012): 94.
22) Darrel L. Guder, Missional church, 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 (인천: 주안대학원대
학교출판부, 2013), 228-229.
23) 최동규 “GOCN의 선교적 교회론과 교회성장학적 평가”,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선교신학」 제25집(2010):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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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한다. 이러한 교회론의 극복은 한국교회가
교회성장론에 빠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셋째,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신도를 세우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이분법적 수직구조와 그리고 영성과 일상이 별
개로 나타나고 신앙과 삶의 불일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교회가 평신도
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평신도가 수동적인 군중으로 남아 있어서 창조
적이고 주체적인 사역자로 활동하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비성서적인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갈등의 이유가 되고 있다.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는 현상유지에서 선교로 멤버십에서 제자직으로 목회자 중
심에서 하나님의 전 백성(평신도) 중심으로, 교회 건물 중심에서 타자와 함께 하는 교
회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정적구조에서 파송구조로의 변화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목회자와 평신도로 이분화 되었고, 평신도 그룹 안에서도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도화된 교회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한다. 선교적 교회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예배
와 기도의 노력을 지속한다. 선교적 교회는 수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면서
선교 중심적이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이며 그 리더십은 참여의
리더십이다. 선교적 교회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신학적 특징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회
복이다.
3) 선교적 교회론과 목회 리더십
김상복은 「목회자의 리더십」에서 목회 리더십은 “목회자가 교회 안의 평신도
사역자를 선정하여 훈련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교회
의 사역 가운데 헌신토록 하는 목회자의 능력”이라면서 “교회 안의 어떤 공통적인 목
표를 설정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 목표를 향해 가도록 움직이는 힘”을 목회 리더십
이라고 했다.24) 목회 리더십은 목회자와 교인, 그리고 교인과 교인 간의 상호작용 관
계를 내포하는 집단현상이다. 목회리더십은 목회에서 회중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목회자가 회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리더십의 결과는 리더가 추구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목회리더십의 가장 좋은 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는 한
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당면과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첫째, 목회자의 권위주의
(權威主義)이다. 권위주의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리더십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도드라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목회자의 무지(無知)와 무능(無
24)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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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이다. 김선도 목사는 “목회자의 리더십에는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변화로서의 의지이기도 하다”25)고 말하면서 목회자의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개방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도자는 쉽게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 이것이 목회자의 무지와 무능으로 비춰지게 된다. 셋째, 목회자의 신비주
의적인 리더십 지향성이다. 기복주의 그리고 신비주의는 한국교회의 병폐 중 하나인
물량주의와 맞물려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 그리고 교단 내에서의 지위 등을 리
더십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병폐를 낳게 되었다. 넷째, 폐쇄적 리더십이다. 목회자
의 리더십은 내 교회 혹은 개 교회에 한정되어지고, 모든 목회적인 역량과 자원은 개 교
회의 성장과 혹은 타 교회로 교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의 문제를 극복할 때 선교적 교회론을 적용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과 현실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때문이다. 비단 이런 변화의 문제는 교회뿐만이 아니
라 일반 조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리더십은 필수적이며
이를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 leadership)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변혁적 리더십
의 소유자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따르는 이들에게서 잠재적인 동기부여 요인을 찾아내
고 상위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리고 부하들의 충분한 인격을 존중하
는 특징이 있다.26) Kuhnert & Lewis 는 “변혁적 리더십이란 개인의 가치와 리더에
대한 부하들의 확고한 믿음이나 신념을 유발시키고 리더가 부하들에게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 주고 모범을 보이며 부하들의 욕구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적절한 자극을 통하
여 조직 및 구성원들의 성과와 만족도를 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27)고
했다. 선교적 교회를 위한 리더십은 변혁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 리더십을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세 가지로 요
약 할 수 있다. 첫째, 성육신적 리더십이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둘로 하나를 만드
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28)으로 소개한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단절되고 막힌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
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막힌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시
다. 동일한 원리로 교회와 지역사회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담을 허무는 리더십의 필
요성을 성육신적 리더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의아해 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역사적
25) 김선도, “목회자의 지도력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두란노서원, 「목회와 신학」
통권 제71호(1992년 5월호): 78.
26) 정우일, 『리더와 리더십』 (서울: 전영사, 2006), 346.
27) 정우일, 『리더와 리더십』, 347. 재인용.
28)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
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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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민족적 경계와 울타리를 너머 생수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것이 바
로 성육신 하신 예수의 리더십이었고, 선교적 교회는 바로 교회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라고 하는 생수를 전달하는 교회요,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둘째, 사도적 리더십이다. 사도적인 리더십이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을 위임받는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리더십이다.
사도들의 선교적 리더십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권한위임’이다. 또한 사도적 리더
십은 ‘소통의 리더십’이다. 사도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한 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
성에 한 여인과 만났을 때와 두로와 시돈지역을 방문 했을 때였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였다. 지극히 제한적인 만남이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
후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소위 이방인으로 불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사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헬
라인들을 접촉하였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적극으로 변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을 만나는 것은 문화의 경계를 뛰어
넘는 일었다. 비록 당시라 로마제국시대였고 헬라문화권에 있었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제도권 아래에서 동일한
지역에 공존하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단절된 문화권으로 존
재하는 방식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역에서 이원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세상 속에 고
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다. 성경은 이런 문화적 고립이 사도 베드로와 고
넬료의 만남으로 무너지게 되었음을 전한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는 만나는 일은 지극히 수동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29)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져야
하는 선교적 문화에 동참하게 만드는 일대 변혁적 사건이었다. 드디어 유대인과 그 시
대의 주류의 로마인이 소통하게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도적 리더십은 경계를 허무는 리더십이었다. 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했던 거처럼 그는 지역과 민족을 가리지 않는 사역자였다. 고린도 전서
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초월적인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리더십을 발휘 했던 사람이
다.30) 그는 헬라문화에 익숙했고 사도 베드로와 달리 헬라말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
는 로마인이었고 세계인이었다. 그런 바울의 자질과 태도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 한 복판에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선교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었다. 교회는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삶과 신앙을 나누어주면서 하나님
29) 베드로는 환상 중에 이방인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속에 있는 부정한 것
들을 취하기를 거부한다.
30) 고린도전서 9장 20-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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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에 동참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사실
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Lesslie Newbigin의 “예수 그리스도
의 교회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선교사적
인 교회가 되도록 부르시고 파송 하신다”31) 라는 말은 사도적 교회의 리더십의 성격
을 잘 대변한다.
셋째, 섬김의 리더십이다. 임채남은 “건강한 교회 성장에 관한 실천적인 고찰”에
서 교회의 성장과 건강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교회
의 아픈 현실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32) 그는 예수 닮은 제자도는 건강한 교회 성장의 또 다른 특성인, 모본을 보이는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모본을 보이는 목회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섬김의
리더십은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술이 출발점이
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라고 하는 당신의 지위에 매어 있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람을 섬김으로 보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전통을 이어
가는 리더십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처럼 리더십의 변화는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선교적교회 리디십은 성육신
적 리더십, 사도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다.
3. 선교적 교회 사례연구 및 분석
1) 연구 배경
선교적 교회 목회리더십을 연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례 대상은 도시와 농촌지역을
고려해 모두 4개의 교회를 선정하였다. -광양 D교회, 인천의 H교회, 아산 S교회, 광시
S교회- 선정기준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가진 교회들을 선정하였
다. 이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1) 리더십 유형 설문지33), 2) MLQ(Multiple
Leadership Questionnaire) 설문지34), 3) 리더십 성향(Leadership Orientation) 설문
31) Lesslie Newbigin, World Council of Churches, 서정운 역, 『서구 기독교의 위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7.
32) 임채남, “건강한 교회 성장에 관한 신학적인 고찰: 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복
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31집(2014): 106.
33) 변상우,「리더십 개발과 훈련」 (서울: 도서출판 청람, 2011), 130.
리더십 유형 설문지는 리더가 ‘과업지향적인가’ 혹은 ‘관계지향적인가’를 묻는다. 이 설
문지는 두 가지 요인, 즉 과업과 관계성을 측정하고 있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4) 변상우, Ibid., 213.
MNQ는 리더의 리더십이 거래적인가 또한 변혁적인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가정 널리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MLQ(Multiple Leadership
Questionnaire)이다. MLQ는 Bass(1985)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 MLQ에는 모두 21
개의 질문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MLQ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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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35), 그리고 4) 한국형 리더십진단 설문지36), 총 4가지이다.
2) 조사연구결과
4개의 사례 대상 교회의 목회자들을 면담 후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선교적 교
회 목회리더십 특징을 조서하였다. 첫째, 선교적 교회의 목회자 리더십 유형은 크게 2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총 10개의 질문을 통해 그들의 과업행동과 관계성 행동을 측
정 비교하였다. 4개 사례의 선교적 교회 목회리더십은 관계성 행동점수가 과업행동점
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1 참조). 과업행동에 관한 질문 문항들은 ‘집단성원들을 친절
하게 대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한다’, ‘의사결정에
서 융통성을 보인다’, ‘집단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잘 지내도록 도와준다’였다. 또한 분
석표에 따르면, 4개 사례 목회리더십은 ‘매우 높은 범주’에서 관계성행동점수를 보여주
었다(표1 참조).

십에 관련 된 7개의 요인에 따라 리더십을 측정한다.
35) 백기복, 신제구, 김정훈, 「리더십의 이해」 (서울, 창민사, 2009), 73.
리더십 성향 설문지는 리더들의 리더십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이다. 6항목
24가지 질문을 통해 리더들이 엔지니어형, 서번트형, 정치가형, 스타형 리더십을 진단
할 수 있다. ‘엔지니어형 리더십’의 요소는 “분석력, 기술 전문가, 휼륭하게 의사를 결
정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때 세세한 내용에 강한 사람,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사고
하는 리더, 분석가” 이다. ‘서번트형 리더십’의 요소는 “대인관계기술, 경청을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코치하고 개발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지원하는 리더, 휴머니스트” 이다. ‘정치가형 리더십’의 요소는 “정치적 기술, 협
상가,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힘을 구축하는 능력, 갈등이나 반대가 심해도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 강하고 공격적인 리더십, 정치인” 이다. ‘스타형 리더십’요소는 “연출기
술, 영적 지도자, 다른 사람들을 고취시키는 능력, 카리스마 있는 사람, 상상력과 창의
력이 풍부한 리더, 비전형 리더” 이다.
36) lbid., 179.
한국적 상황 하에서 선교적 교회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적 리더십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모두 24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판단한다. 한국
형 리더십의 8가지 요인인, ①하면 된다 ②성취열정 ③솔선수범 ④상향적응 ⑤수평
조화 ⑥하향온정 ⑦미래비전 ⑧환경변화 의 고저를 확인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
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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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45 - 50
40 - 45
35 - 39
30 - 34
25 - 29
20 - 24

해석
매우 높은 범주
높은 범주
중간 정도의 높은 범주
중간 정도의 낮은 범주
낮은 범주
매우 낮은 범주

<표1> 리더십 유형에 따른 선교적 교회 목회리더십 사례연구 결과

둘째, ‘다중요인 리더십 설문지’(MLQ)는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된 7개의 요인에
따라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을 측정하였다. MLQ 결과 중 변혁적 리더십 요인은 1)
이상적 영향력, 2) 영감적 동기부여, 3) 지적자극, 4) 개별적 배려였다. 이와 상반되는
거래적 리더십요인은 1) 조건적 보상, 2) 예외관리, 3) 자유방임적이었다. 변혁적 리더
십과 거래적 리더십 요인을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표2 참조).

<표2> 다중요인 리더십 설문지(MLQ)에 따른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 사례분석 결과
<표2>는 다중요인 리더십 설문지(MLQ)에 따른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 사례
결과이다. 광시s교회의 경우, 변혁적리더 요인은 이상적 영향력(11), 영감적 동기부여
(12), 지적자극(12), 개별적 배려(12)로 나타났으며, 거래적리더 요인은 조건부보상(12),
예외관리(7), 자유방임적(4)로 나타났다. 광양 D교회와 인천 H교회도 이와 비슷한 분
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의 요인에 해당하는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동기부여’ ‘지적자극’ 그리고 ‘개별적 배려’에 높은 분포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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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이 아닌 변혁적 리더십의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리더십 성향에 관한 연구는 광시S교회의 경우, 서번트형, 엔지니어형, 정치
가형, 스타형 순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아산S교회는 서번트형, 정치가형, 스타형, 엔
지니어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H교회의 경우는 서번트형, 스타형, 정치가형, 엔지니
어형 순으로 나타났다. 단, 광양D교회의 경우는 정치가형이 우선적으로 나나났다. 대
부분의 선교적교회 목회리더십 성향은 서번트형과 정치가형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표3> 리더십 성향에 관한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 사례분석 결과
선교적 리더십의 특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다. 선교적 교회 목회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섬김의 리더십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광양대
광교회의 경우, 오히려 서번트형 리더십보다는 정치가형 리더의 특성을 보이는데 설문
을 통해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고민하며 주저하
지 않고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리더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의외의 결과처럼 보일 수
도 있다. 하지만 교회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구성원들 간에 오랜
시간 갈등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내부적인 문제들을 조
율하고 때로는 조정하는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정치가형 리더의 이미자가 더 부각될
수 있다. 실제로 질문지의 응답 중에, 협상가 그리고 갈등이나 반대가 심해도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평가 항목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광양D교회가 가지
고 있는 내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필요적인 리더십성향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런
사례를 통해 선교적 교회 리더십의 특징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한국적 리더십 요소에 대한 선교적 교회 목회리더십 사례결과는 자기긍정,
성취열정, 솔선수범의 요소가 4개의 사례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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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한국적 리더십 요소에 대한 선교적 교회 목회리더십 사례결과 분석
3) 분석 및 토론
사례연구 대상 4교회 목회 리더십은 ‘과업 지향적’이기보다는 ‘관계 지향적 리더
십’이며 ‘거래적’이기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이었고 ‘섬김의 리더십’의 특징을 가지고 있
었다. 목표를 성취하는 강력한 한국적 리더십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재적이거
나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이며 온정을 가진 ‘관계지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
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선교적 교회리더십의 특징에서 살핀 이론적인 연구의 결과
와 매우 일치되거나 유사한 리더십의 특징이기도 하다.
선교적 교회 리더십의 이론적 고찰에서 그 특징을 ‘성육신적인 리더십’, ‘사도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 근거를 살펴보았다. 성육신적 리더십의 특징은 화평의
리더십이며 특히 관계적 리더십이라고 규명하였는데, 사례 연구대상의 목회자들의
‘MLQ’ 측정 결과 그들 모두 관계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리더십 성향’을 측정 결과, 광양 D교회를 제외한 네 교회 목회자들에게서 ‘서번트
형 리더십’ 특징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양 D 목사의 경우는 교회가 갈
등 상황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 ‘한국적 리더십’측정 결과 역시 그들에게
서 ‘수평조화’와 ‘하양온정’ 요소에 대한 점수가 높아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이 사도
적 리더십의 특징인 ‘권한위임’과 ‘소통’ 그리고 ‘경계를 허무는 리더십’의 특징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사례대상의 리더십은 선교적 교회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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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실천 방안
본 연구를 통해 논자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의 실천방안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한국 전통교회는 성장위주에서 교
회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로 목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전
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비전이 선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교적 교회를 위한 리더십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교회 회
중이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Newbigin은 복음의 구체적인 전달을 위한 해
석학적 역할이 회중 자체에 있음을 이렇게 언급했다. “어떻게 복음이 믿을 만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이 인간 역사에서 최종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십자
가에 달려 죽으신 분에 의해 대변된다는 것을 믿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유일한 해답,
곧 복음의 유일한 해석은 복음을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들이 모여 이
루는 회중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37) 크리스천 리더십의 목표는 ‘하
나님 나라 건설’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의 리
더십 그리고 회중이 참여하는 팔로우 십은 하나님나라를 건설하며 선교적 교회의 목
표인 것이다.
둘째, 선교적 교회를 향한 비전의 명료화와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 계발
이다. 이를 위해 우선 양적 성장과 개교회 부흥이 아닌 선교적 교회를 위한 비전나누
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전은 “핵심적인 가치”또는 “핵심목표”와 “비전화 된 미
래”로 구성되어진다. 핵심가치 또는 핵심목표는 선교적 교회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
이다. 리더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핵심가치 또는 목표를 만드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리더인 목회자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선교적 비전을 명료화
하여 그것을 교회의 핵심가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은 서번트 우선의 사고를 한다. 사람은 도와주어야 할 성
장의 대상이며 과당경쟁을 경계하고 모두 잘 할 수 있는 신념을 강조한다. 결과 중심
이기 보다는 노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이 또한 선교적 교회를 통
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할 내용이기도 하다.
셋째, 선교적 리더십을 위한 목회자의 자기 계발의 필요성이다. 목회 리더십 계발
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과 성품의 영역, 그리고 전문영역이다.38) 이러한 리더십의 계발
37) 최동규, “참된교회의 성장을 위한 선교적 교회론의 기초”,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3집(2011): 286. 재인용.
38) J. Robert Clinton, Leadership training models, 임경철 역, 『효과적 리더십 계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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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 ‘진단’(Diagnose)⇒ ‘계획’(Plan)⇒ ‘실
행’(Implement)의 과정이다. 리더십 계발로서 변혁적 리더십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호
는 변혁적 리더에 대해 “강한 내적 가치관과 이상(궁극적인 목표)을 가지고 있으며,
따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먼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헌신)하도록 만드
는데 뛰어난 자질을 보인다”39)고 했다.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이상적 영
향력(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념화된 배려로 나타난다.40)
넷째, 셀프 리더십을 통한 평신도 세우기이다. 셀프리더십은 “자신들의 생활을 스
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권(autonomy)이나 책임이 주어진다면, 부하들의 그 같은 도
전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책임 있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시하는 것”41)
이다. 평신도들이 소속 교회에 충성을 통해 양적 성장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셀
프 리더십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관리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전통적인 관리 기능과 셀프리더십의
뚜렷한 차이는 외부의 통제와 내부의 자율이다. 평신도는 자기관찰을 통해 하나님 나
라를 위해 부름 받은 자아 개념을 인식하며 하나님나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리더십은 두 사람 이
상의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내포하는 집단현상으로 교회 안에서 훌륭한 리더
십은 목회자 혼자 힘으로 완성될 수 없다. 평신도와의 유기적인 관계와 참여, 중간지
도자 발굴과 활용, 새로운 리더십의 재생산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42)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은 평신도의 셀프리더십을 촉진함으로서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III. 나가는 말
지난 세기 한국교회가 경험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은 분명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
래 없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그 같은 양적성장의 이면에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 표면적 위기 현상은 교인의 감소현상과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있다. 한
국교회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출산율저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와 다원주의 도래 같은
외적인 요인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위기원인은 교회 내부에
렇게 하라』 (서울: 하늘기획, 2009), 69-78.
39) 이상호, 『조직과 리더십』 (서울: 북넷, 2009), 202
40) 이상호, 『조직과 리더십』, 240.
41) C. Manz & H. Sims, The New Super Leadership, 김남현 역, 『슈퍼리더십』 (서울:
경문사, 2002), 7.
42) 황병준, 『미래교회 트랜드』, (고양: 올리브나무, 201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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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기원인을 교회 내부에서 찾으면서 선교적 교회를 그 당면한
위기의 해결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더불어 선교적 교회의 성서, 신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목회 리더십을 살펴보았다. 사례연구분석을
통해 조사한 4개 교회 목회리더십에게서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과 더불어 서번트 리더
십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유
기적 공동체이다. 그러하기에 오늘 날 교회가 격고 있는 위기 또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이 시대에 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지혜
이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을 다시 배우고, 섬김과 사도적 리더십을 통
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변혁적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을
계발함은 물로 세상이 흩어지는 평신도들의 셀프리더십으로 성숙한 선교적 교회사명
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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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2-A-1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연구”에
관한 논찬
최 재 성 박사

(서울신학대학원 / 전도학)
‘리더십 시대’라는 말이 있다. 조직의 성패가 리더십의 효과적인 발휘 여부와 관
련 있다는 뜻이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 교회가 어떤 목회 리더십을 지향하고 행사
하느냐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학계의 뜨거운 감자인
‘선교적 교회론’과 ‘목회 리더십’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한데 묶어서 귀한 연구를 해준
발제자의 노고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여름날의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제공해주
는 청량제라고 확신한다.
1. 논문에 대한 이해
본 논문은 교회가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들과 그 이면
에 담긴 어두운 자화상을 개탄하면서, ‘선교적 교회론’을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제
시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목회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실
천적인 과제를 고찰한 연구이다. ‘메가처치현상’이라는 한국교회의 역기능적 모습들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 논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을 모델로 삼아
서번트 리더십과 사도적 리더십이 기반이 된 선교적 교회를 도출해야 함을 주장한다.
본론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선교가 교회의 본질임을 성서적, 역사
적, 신학적으로 규명한다. 둘째,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과 적용을 위한 정지작업(整地作
業)으로서 교회성장과 번영신학이 추구하는 승리주의와 복음의 축소주의를 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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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 건설에 주역이 될 평신도 활성화를 지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회 리더
십은 절대적 동인(動因)인데, 현장 목회 리더들이 권위주의의 옷을 벗고, 자기 발전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견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성육신적 리더십, 사도들
이 보여준 권한위임과 소통의 리더십,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선교적 교회의 목회리더십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네 개 교회를
선택해서 사례로 제시하였는데, 그 특징을 ‘관계 지향적’이고 ‘변혁적’이며, ‘섬김’이 중
심이 된 리더십 유형이라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실천 방안으로 네 가지로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1. 성장 위주에서 하나님 나
라로의 목회 패러다임 전환이다. 2. 선교적 교회를 향한 비전 명료화와 변혁적 리더십
과 서번트 리더십 계발이다. 3. 영적 영역, 성품의 영역, 전문영역에 걸쳐 목회자의 자
기 계발이 필수적이다. 4. 셀프 리더십을 통한 평신도 동력화이다.
2. 논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
본 논문은 몇 가지 면에서 중요한 공헌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를 돌파(breakthrough)하는 대안으로서 외적 방법론
보다는 내부적 요인에서 찾은 점이다. 발제자는 교회를 위협하는 외적 환경의 변화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출산율 저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대변되는 세속화 시대 등-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은
목회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주지하다시피 교회의 역사가 유산
으로 물려준 중요한 교훈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간격이 넓었을 때는 언제나 교회가 본
질에서 벗어나 위기를 맞았고, 반대로 그 간격이 좁았을 때는 부흥과 갱신이 있었다.
결국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의 핵심은 성직 엘리트주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
도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적 모델에 입각한 서번트 리더십이다.
둘째, 선교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 회복을 강조한 점이다. 시대와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선교임을 발제자는
다시금 재확인해주고 있다. 사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모두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을 ‘선교’에 두고 있다. 단적인 예로 출애굽기 19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성결
한 삶, 즉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목회철학과 방법이 달라지듯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목회
리더십의 출발점은 선교적 교회론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이다. 그러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또한 복음
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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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6; 고후 5:20).
셋째, 선교적 교회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 리
더십은 수치적인 양적성장보다도 ‘복음의 해석학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형성’에 더 비
중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불신자들이 보는 유일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인들의 변화된 삶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비주얼이 문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들려주기’에 앞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비록 단 한권의 책을 남기시지는 않
았지만, ‘복음이 구현된 공동체’를 남기셨다. 마찬가지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 문
화에 포로 된 교회를 해방시켜 복음의 진성성과 공정성을 회복한 공동체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의 중
요성이 자리한다! 복음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목회 리더십은 ‘복음이 구현된 공동체’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매
력을 발산하며, 더 나아가 끌리게 하여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 오
게 만들 것이다. 그 결과 ‘질문을 받고, 질문을 이끌어내는 선교 공동체’가 될 것이다.1)
3.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질문
본 논문은 발제자의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로서, 논문의 구성이나 내용에 대해 논
찬자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심사를 맡으셨던 분들이나 이미 학위를 취득한 발제자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논찬자는 본 논문이 제시하는 대부분에 동
의하면서 좀 더 깊은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점을 질문하고자 한다.
첫째, 사례연구와 분석을 위해 네 개의 교회를 제시하면서 선정기준을 “선행연구
를 근거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라고 했는데 (9-10페이지), 좀 더 구
체적인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선교적 교회들인가? 아
니면 발제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선정인가? 더 나아가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론을
토대로 구축된 교회들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론에서 선교적 교회론으로의 전환과
적용을 거친 교회들인가? 목회자의 리더십만을 다룬 것인가 아니면 교회 전체의 리더
십까지 포함한 데이터인가? 또한 네 개 교회를 사례로 제시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
은 것은 아닌가? (표4에서 갑자기 등장한 ‘효성J’는 무엇인가?)
둘째,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7
페이지 이후부터 논문이 중심부로 들어가는데, 인용된 참고도서들은 현장 목회자들의
저술이나 일반 리더십 관련 분야의 저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해당분야의 보다 전
문적인 자료들로 논문이 보완되면 더 좋을 것 같다.
1)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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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변혁적 리더십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약점 중 하나는 측정방법의
문제이다. 특별히 MLQ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은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요인들과도 상관성이 있음을 염두에 둘 때,
21개로 구성된 질문지보다도 가장 최근에 개발된 27개의 질문지를 왜 사용하지 않았
는지 궁금하다.2)
넷째,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실천 방안에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과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의 계발을 제시하였는데, 변혁적 리더
십 계발을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더 나아가 실천신학분야의 논문이
갖는 특성상 어떻게 두 리더십을 계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가?
다섯째, 선교적 교회론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1934
년 독일의 선교학자 Karl Hartenstein이 Karl Barth의 ‘하나님의 사역’(Actio Dei)이라
는 말에 대한 응답으로 만든 말이다. 1952년 빌링엔 대회 이후 WCC계열에서 그 개념
을 취하여 주로 강조해 온 표현인데, 복음주의 선교신학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있
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소개해 달라.
귀한 연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정체성 확인과 새로운 통찰력 그리고 도
전을 불러일으켜준 발제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본 논문이 차
후 더 깊고 넓은 연구의 촉매제로 사용되길 소망하며 부족한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2) Peter G. Northouse, 『리더십 이론과 실제』, 김남현 옮김 (서울: 경문사, 2013),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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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2-A-2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연구”에
관한 논찬
조 재 국 박사

(연세대학교 / 종교학)
본 논문 성장중심의 목회에서 나타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롭
게 대안적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선교적 교회론의 재발견이라고
보며 그 중심에 있는 리더십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선교적 교회를 향한 리더십을
탐구하기 위하여 저자는 먼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시도하면서 선교에
대한 언어적, 역사적, 선교학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목회현장에 나타난 문제를
분석, 평가하고, 선교적 리더십의 특징을 성육신적, 사도적, 섬김의 리더십으로 제시하
였다. 또한 이러한 리더십이 발동하는 목회현장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선교적
리더십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실
천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목회패러다임의 전환, 서번트 리더십의 계발, 목
회자의 자기계발, 셀프리더십을 통한 평신도 세우기를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계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논찬자는 위의 논문에 대하여 급속한 교회성장의 그늘에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선교적 교회의 정립과 그에 따른 리더십의 계발이 반
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연구주제의 적절성과 시의성에 공감하고,
결론으로 도출된 네 가지의 리더십 실천방향에 대하여도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저자의 논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로 선교적 교회의 교회사적 근거는 무엇보다도 바울의 선교여행과 선교신학
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논문에서 교회 개념의 근거가 되는 초대교회
의 선교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생략된 것 같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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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선교개념의 변화와 추이를 교회사적으로 보는 부분에서 시대구분이 확실
하지 않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의 주장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 선교
신학자들의 학설이 제시되어 있는 것 같다. 중세의 선교신학과 종교개혁시대의 선교신
학의 변화에 대하여 분명한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한국교회의 신학적 특징을 제도화된 교회, 물량주의, 기복신앙,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학적 이라기보다는 신앙적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을 생각되며, 보통 “제도화된 교회”라는 개념은 중세의 국가교회를 나타내는 용
어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용어인가 재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계급화된 교회 혹은 서열화된 교회라는 용어가 어떨까 생각된다.
넷째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서 “선교적 교회론과 목회 리더십”은 그 내용이나
논리전개방식으로 보아 “목회리더십”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로 사례 연구및 분석에서 4개 교회의 분석을 통하여 방대한 숫자의 한국교
회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조사연구의 결과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항목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결론
을 도출하는 경우는 지양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이 어느 정도인가는 통계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여섯째로 결론 부분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실천 방안”이라고 하
였지만, 내용은 “실천방향” 정도라고 생각되며, “실천방안”이라면 현장에 따른 보다 구
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의 곳곳에 용어사용의 적절성이
의심되고, 논리적 비약으로 보이는 문장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논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보다 섬세한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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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B
발표자: 조혜경 박사(한국성서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영유치부 전도에 대한 연구”
좌장: 황병준 박사(호서대)
논찬1: 김선일 박사(웨신대)
논찬2: 정은상 박사(총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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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B 발표
교회고령화 대비를 위한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에 대한 연구
- 성서대학교회를 중심으로 조 혜 경 박사

(한국성서대학교 / 영유아보육과)

I.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미래를 짊어 갈 나라로 평가될 정
도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기독교 역사가운데서도 놀라운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
이후 교회성장이 멈추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 평가가 교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기 시작
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 보다 큰 위기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의 인구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1985년에 기독교인이 16%에서 1995년
에 19.7%로 성장했다가 2005년도에 18.7%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도 정부 인
구주택조사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10년마다 1%씩 추가적인 교회이탈이 지속될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한국기독교 전체인구는 2060년이 되면 순
수한 기독교인 인구는 300만대로 감소할 수 있다.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교회학교의 미
래 역시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까지 기독교 총 인구의 변화
중에서 교회의 중심축이 되는 30-50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해가고 대신 65
세 이상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2050년이 되면 교인 중 65-70%가 은퇴자로 가득 차게
되는 소위 교회의 노령화가 이루어진다(최윤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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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증가하는 국민의 조세부담과 둔화하는
경제성장율 그리고 사회개발과 국가발전에 부담이 되어 국가유지와 발전에 문제가 발
생한다(임윤건, 2009)는 것이다. 교회성장의 둔화와 함께 고령화에 맞물린 한국교회가
교회의 노령화라는 한계선을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한국교회를 위한 갱신적 목회로 지
혜로운 대안을 준비한다면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미래의 양적 부흥을
담보하는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부서 회복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회학교의 성장에서도 영유치부 부흥이 장기적 교회성장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최초의 기독교 신앙의 시기가 모태신앙과 초등학교 또는 영유아 시기라는 결과를 통
해서 영유아 시기의 전도가 효과적이라는 점(한미준, 2005)과 최초의 신앙시기가 결혼
후로 결혼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영유아기와 영유아 부모기에
해당하는 결혼이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에서 영유아와 그
가족의 전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20대∼40대의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교회학교 영유치부 사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혜경, 2010).
교회의 주요과업 중의 하나가 복음전도이다. 복음전도란 제자들이 경험하고 목격
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야이며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
을 증언하는 일(마튜레오)로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케류소), 전하는 것(유
앙겔리온)이다. 요약하면 예수가 하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하도균, 2014). 본
연구에서의 영유치부 전도란 영유아와 그 가족들과 다양한 접촉점을 만들어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듣게 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교회는 그 성격상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음전도 공동체이다.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고 사회를 위해 존재할 때 있어야
할 이유를 갖게 된다(신현광, 2011). 보통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그들의 지역공동체의
전도에 실패한 교회이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교육시킨 상당부분이 복음전도에 대
한 소개인 것처럼 진정한 교회교육은 이 복음전도적 추진력을 요구한다. 교회의 머리
이신 예수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며 이웃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더 깊
은 침체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회의 모든 자원으로 활용하
여 교회문턱을 낮추어 지역사회주민을 교회 안으로 초청해야 한다(현유광, 2014).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류 속에서 다문화 사회와 다원화사
회로 변모하면서 특히 젊은 층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높은
반감과 무관심은 전도를 힘들게 하고 있다(장남혁, 2014). 이뿐 아니라 교회 대내외적
으로 한국교회의 전도방식이 공격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교회의 전도에 있어
서 문제점은 때와 장소와 상황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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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고 또 그러한 경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대로 전달되지 않
은 메시지는 피전도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반감마저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신경
규, 2013).
21세기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전도사역은 변화된 한국사회의 환경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문화사역을 통한 전도는 오늘날 한국사회에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대안적 접근이다(박보경, 2015). 전도가 단순한 전
도적 접근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며 그들과 관계를 맺
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회는 자신의 교회문화보다도 불신자들의 문화를 존중하
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개념으로 복음을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지역사회
의 복지와 유익을 추구하고 불신자들과 접촉점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사회 속에서 봉
사와 섬김의 사역을 실천함으로써 공신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일은 고무적인 일이다(장남혁, 2014).
성서대학교회는 지역사회 내 영유아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다양한 접촉점을 마련
하여 영유아가족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여 교회학교 영유치부의 영유아가 매년 증가하
게 되었다. 6년 동안 매년 수 십명 이상이 초등부로 진급하면서 초등부도 활기를 띠게
되었고 청소년부서도 탄력을 받게 되어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가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적으로도 영유치부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그 부모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여 젊은 성도들이 유입되어 교회의 연령층이 젊어지게 되었다.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음세대로 믿음이 이어지는 지속가능
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국교회의 부흥기회를 찾아야 한다. 노령화되는
교회에 젊은 구성원이 유입되어 생산적이고 활동적 사역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하도록 하는 대안 중의 하나가 교회학교 영유치부의 전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의 기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영유
치부 전도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서 노령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목회자와 출산률 감소로 해마다 교회학교 영유치부의 급격한 감소에 해결
안을 찾고있는 교회학교 영유치부 지도자들에게 현 시대에 적절한 영유치부 전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의 전도의 기점은 어떠한가?
2.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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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질적 연구방법: 사례연구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연구로 실행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는 참여연구로서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현장중심의 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연구자
의 관심을 끄는 사람, 집단, 프로그램 등 모든 범주의 사례에서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사례는 제한적이다. 하나의 결과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실행이 되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조명하는 연구로서 단일한 사례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갖는 복잡성과
특수성을 포함하여 이해하는 연구이다(Stake, 1995). 사례연구의 방법으로는 단독의 사
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연구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는 연구
로서(Punch, 2005)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이 가능한 자료의 수집처보다 많은 상황
에서 자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연구이다 (Yin, 2003).
그래서 사례연구는 개별적인 사건이나 현상 그리고 사회적 단일체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기술과 분석으로서 현장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물의 최종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Merriam, 1998).
2. 연구의 배경
연구자가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린이사역에 초점을
두는 교회에서 영유치부 사역을 해오면서 다양한 접근의 영유치부 운영과 전도를 시
도하는 가운데 영유치부가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젊은 부부들이 교회로 유입되
면서 영유치부 전도가 교회 노령화 대비 뿐 아니라 젊은 교회 그래서 생산적인 교회
로 나아가도록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 교육사로 임명을 받으며 영유치부를 새롭게 조
직하게 되었다. 초기에 원어민 교수와 함께 영어 영유치부 교회학교를 만들기 시작하
여 지역사회 내 영유아 가족과 교회와 접촉점을 갖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접근의 전
도를 실행해 왔다.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는 교육사 외에 특히 교역자와 부
장 등 리더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육아종합센터의 보
육전문요원과 대학의 영유아보육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기독교적 세계
관으로 영유아교육을 접근하는 학문적 배경과 더불어 유아교육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 및 행사운영과 활동들이 지
역사회 내 불신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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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리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영아부전도사
영아부부장1
영아부부장2
유아부전도사
유아부부장1
유아부부장2
유치부전도사
유치부부장1
유치부부장2
유치부부감1

특징
신학대학원생, 어린이전도 관련 선교단체 경험, 영아부 1년차
H 대학어린이집 원장(석사), 영아부부장6년,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경력 14년
영아부 부장 6년, N 육아종합센터 보육전문요원(석사)
필리핀선교사, 보육대학원 졸업(석사), 유아부전도사 4년차
S직장어린이집 원장(박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경
력 25년
B 구립어린이집 원장(석사),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경력 14년
신학대학원생, 이슬람선교사, 유치부 1년차
유아교육과 박사. M 유치원 원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경력 21년
K 구립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경력 23년
B 직장어린이집 주임교사, 교사경력 16년

성서대학교회가 위치한 서울시 노원구는 노원연보(2015)에 따르면 인구는 586,056
명으로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80%를 차지하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하루에 전
입인구가 201명, 전출인구가 229명으로 인구이동이 높은 지역이며 영유아(0-7세)인구
가 35,000명으로 추산되는 지역이다. 전도의 측면에서 이같은 지역사회의 특징을 분석
하면, 1년에 전출인구만 83,585명으로 인구이동이 높은 편이라 교회의 성도가 빈번하
게 이사하여 교회를 이탈하는 비율이 높음과 동시에 전입인구가 이와 유사한 수가 되
므로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하는 지역이다. 중하수준의 저평형 아파트밀집지역이므로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고 소문이 신속하게 퍼지는 지역이므로 교회에서 양질의
교육적 이미지가 있을 때 부모의 필요에 의해 교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젊은 부부와 영유아자녀가 많은 지역이므로 영유아가족을 위한 전도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
한국성서대학교 내에 위치한 성서대학교회는 1988년에 설립되어 대학과는 독립적
으로 운영이 되어오다가 2006년도에 대학이 인수하여 2010년에 신학부 김00 교수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당시 150여명의 성도들은 1988년부터
그 이후에 교회를 섬겨온 50대에서 7,80대의 중장년과 노인층이 대부분이었다. 5년이
지난 현재 성도는 500여명이 되었는데 3,40대 젊은 부부들이 편입이 되어 교회가 젊어
졌고, 교회학교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1,2,3부, 청소년1,2부, 청년부로 각 부
서로 구분되어있고 출석인원은 200명이다. 담임목사는 교육부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
고 다음세대로의 믿음의 전수를 위하여 교회학교 교육을 목회 주요내용으로 여기며
영유치부의 활발한 전도를 뒷받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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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본 연구는 Yin(2003)이 주장하는 사례연구 설계 중에서 단일-내재 사례연구로 실
행되는 연구로 전체적인 맥락을 공유하는 사례는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
도’ 라는 하나의 맥락이지만 자료수집 대상은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담
임목사와 교회학교 영유치부 지도자이면서 구성원인 교육사와 담당전도사와 부장과
부감 그리고 전도집회에 참석한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의 기점은 성서대학교
회 교회학교 영유치부에서 전도를 위해 시도한 주요 행사 5가지(연극공연을 통한 전
도집회, 여름성경학교, 절기행사, 총동원주일, 공원전도)로 구분하였다. 이 전도의 기점
들에 대해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담임목사 그리고 영유아유치부 교역자와 부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범주를 선정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의 의미는 성서대학교
회 교회학교인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담당교역자와 각 부서의 부장과 부감과의 인터
뷰와 본 연구자의 공원전도에 대한 저널과 연극공연 전도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전도집회에 참석한 부모 대상 설문지의 내용
은 이전에 교회 다닌 경험 여부, 교회에 온 느낌, 교회에 바라는 점, 어떤 경로로 오게
되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의 전도의 기점은 어떠한가?
문화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선교적 교회론을 강조하며 전도대상인 불신자의
체감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고 불신자와 신자들간의 친밀감
을 경험할 수 있는 사귐의 공간을 제공하여 그곳에서 전도가 일어난다(박보경, 2015).
1) 연극공연을 통한 전도집회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보
편적 진리를 부인하고 다양성과 우연성 그리고 비결정성을 주장하므로 진정한 실체
파악이 어려운 시대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이한 관점과 태
도를 중요시하며 어떤 정형적인 틀을 갖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정희영, 2004).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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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위해 교회는 지역사회 주
민에게 문화적 접근의 선교차원에서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는 지난 6년 동안 매년 1월 마지막 주에 노원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과 영유아 각 가정을 대상으로 예배와 영유아 연극 공연을 조합
한 전도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초기에는 교회주변에 소재한 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학부모에게 연극공연 전도지 전달을 요청하는 접근
으로 시작하였으나, 6년이 흐르면서 질 높은 연극공연과 교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
는 가운데 올해는 인터넷 카페에서 영유아엄마들이 회원으로 있는 사이트를 통해 전
도 집회 소식이 노원구를 넘어서 중랑주, 도봉구, 강북구 지역까지 전달되어 수천명의
영유아가족이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또, 교회의 성도들이 영유아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노원구 지역 내 어
린이집 원장 기도회를 통해 원장들이 각 원의 영유아 가족들에게 알려주어 전도 집회
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 집
회에 새로운 영유아가족을 초대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되었다. 공연은 3회로 진행되는
데 전체 참석자의 수는 2100명 (1회공연당 700명 참석)이 되고 예배(찬송과 율동, 교
회와 영유치부 홍보동영상 시청, 설교)를 드리고 연극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연극공연
의 내용선정은 전도를 위한 것이므로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최근 영유아가족들이 보
기를 원하고 선호하는 공연으로 부모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성서대학교회에서
그동안 공연한 작품으로는 ‘피터팬’ ‘후토스’ ‘아빠가 최고야’ ‘구름빵’ 등 티켓링크나
인터파크 등 공연사이트에 게시된 연극공연이었다. 예배와 연극공연을 조합한 형식의
전도 집회를 통해 성서대학교회는 한 겨울인 1월에도 얼마든지 어린 영유아와 20대에
서 40대까지의 젊은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매년 창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극공연을 통한 전도 집회는 지역사회 내 영유아가족들이 공연을 관람하기위해
교회로 쉽게 들어오고,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문화적 필요를 충
족시키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
가 된다는 점에서 전도의 기점이 될 수 있다.
2) 여름성경학교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는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면서 기존의 출석하는
영유아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 내 주변의 영유아 가족들을 초대하고 또 지역 내 어린
이집에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알려서 교회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7월 중순에 개
최되는 성경 학교를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다.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영유아 부모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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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이끌고 있다. 첫째는 노아방주 주제를 통합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부모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교회교육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였고, 둘째는 슬라이드 미끄
럼틀과 수영장 운영으로 더운 여름날 시원한 놀이에 대한 영유아 가족의 필요를 충족
시키면서 교회를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6년간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노아방주” 로 하였다. 노아방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에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중심으로 한 사건인데 영유아 수준에서
관심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아방주에 탄 동물, 가족, 홍수(물) 등에 초점을 두고 이와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심화·확장된 경험을 제공하였다.
교회 앞 잔디밭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과 그 안에 슬라이드 미끄럼틀을 조성
하여 주일날 여름성경학교 예배가 끝나면 영유아들이 여름날의 더위를 잊기 위해 수
영장으로 들어와 물놀이를 즐기도록 하였다.
3) 영유아 총동원 주일
한 해의 하반부인 10월을 지나면서 지난 1년간 등록은 했지만 초신자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장기로 결석하는 영유아가족이 있게 되어 그들이 새롭게 교회로 나올
계기를 마련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전화심방을 해도 나오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기
적으로 나오지 않는 영유아가족들이 교회에 출석할 동기를 갖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
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실외 잔디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연계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총동원주일의 개념을 설정하고 고민하면서 총동원주일
을 2주 연속 진행하게 되었다.
외부에서 각 분야의 강사들이 초대되어 그들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갔고 교사와 영
유아와 부모들은 눈으로 즐기며 뜻밖의 새로운 경험에 놀라워하고 즐거워하였다.
장기 결석자를 전화만 해서 교회에 오시라고 요청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그 특별행사에 같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끌어 들여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일성수를 회복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총동원 주일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4) 전교인 연합절기행사
한국교회의 어린이사역은 대체로 교회학교라는 학교 개념으로 접근하여 교회공동
체와는 시공간적으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연령별로 학년을 나누어 반을 편성하고 평
신도 담임교사가 반을 관리하고 공과를 교재로 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전달위주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회공동체 의식이 낮고 나누는 삶이 부족하여 성경지식
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나타난 교회학교가 신앙공동
체 모델로 모든 세대들이 교회적 삶에 참여하여 간세대적으로 함께 하는 삼대예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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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어린이사역을 교회의 전체사역과 통합하여 실시하여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하여 신앙과 문화를 공동체화 함으로서 어린이에게 전인적이고 통전적 신앙형성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한다(양금희, 2011). 이렇게 교회학교라는 틀 속에서 신앙공동체 모델
을 절기예배마다 시행하면 상호 장단점들이 보완되어 보다 의미있는 교회교육이 될
수 있다.
성서대학교회에서는 년 중에는 교회학교 개념으로 각 부서가 운영되지만 절기예
배에서는 교회 성도 온가족이 모두 모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징이다. 부활
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교회학교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와 장
년들이 다함께 주일 낮 예배를 드린다.
차세대복음화를 위해 최근 주목해야 할 해법이 아이들로 하여금 공동체성을 경험
하게 하는 것이다. 신앙이 삶과 경험으로 체득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공동체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성인회중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순서를 맡거나 봉사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김선일, 2014).
성서대학교회의 절기예배는 기존 대예배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교회전체 남녀
전도회, 청년부, 청소년부, 초등부, 영유치부가 예배순서를 부분적으로 맡아 절기의 의
미를 담은 공연으로 구성한다. 또 예배 후에도 절기와 연관된 지역사회 행사로 이어진
다. 부활절에는 예배 후에 장식한 삶은 계란을 들고 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지역사회
로 나가서 부활절을 알리며 계란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한다. 추수감사절에는 가족운동
회를 통해 추수의 기쁨을 표현하고, 성탄절에는 영유치부가 성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며 각 절기의 의미를 되새긴다.
5) 공원전도
공원전도란 겨울과 여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년 중 매주 토요일마다 영유치
부 교역자와 부장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모여 주로 영유아 가족들이 놀이하고 있는
공원으로 찾아나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을 말한다. 영유아와 그 가족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장소인 A공원 놀이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인 토요일 3-5
시에 정기적으로 가서 전도를 한다. 영유아가족이 공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
가? 그들은 공원에 자녀와 왜 나왔나? 바람쐬고 놀이하러 놀이터로 온 것이므로 놀이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놀이터 옆에서 바람개비 만들기와 비누방울 불기
를 제공한다. 바람개비를 만드는 10여분 동안 전도자들은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교
회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불신자와의 접촉점을 가지며 전도지를 준다. 전
도지는 교회학교 영유치부 예배와 활동 그리고 특별행사와 관련된 사진으로 꾸며져
있어서 부모나 영유아가 쉽게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오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도지를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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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전도를 나가면서 바람개비 전도에 반복적으로 참
여하는 영유아 가족들이 생긴다. 한 번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서 바로 교회로 오지 않
는다. 반복적으로 영유아 불신자 가족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를 통해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더 나
아가 교회에 한 번 나가볼까? 하는 계기를 갖도록 접근한다.
2.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는 어떤 의미인가?
1) 교회라는 낯선 장벽을 허물어 영유아 가족이 쉽게 들어오게 하고,
개인적 사유로 교회를 떠난 젊은 부부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계기를 마련
함 교회는 연극공연 당일에 본당의 강대상 등을 치우고 대신 무대에 배경그림을 갖추
고 교회 입구와 벽면에는 연극공연 포스터를 붙여 마치 연극공연장과 같게 만든다. 지
역사회 내 영유아 가족이 교회로 쉽게 접근하게 된 연극공연 전도집회는 그들이 거주
하고 있는 가까운 지역사회 내에 어떤 교회가 있으며, 그 교회는 영유아를 위해 무엇
을 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녀와 연극을 보러오
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였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기대를 갖고 교회를 오게 되었
다. 연극공연 뿐 아니라 찬양과 설교 등의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경
험하게 되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복음에 대해 생각하고 지난 날 다녔던 교회를 회
상하며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연극공연을 통한 전도집회의 가장 큰 장점은 믿지 않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쉽
게 교회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에게 예배를 통해 처음 접근하게 되면 자칫 거부감을 느낄수도 있는데 영유아의 흥미
와 발달에 맞는 매력적인 매체인 연극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면 공연을 보러 교회에
방문했다가 교회란 곳을 접해보면서 그 중에 몇 가정은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연을 통해 전도된 저희 어린이집 부모님들께서는 교회의 개방적이고 따뜻하고 친절
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하시며 그 이후에 등록해서 지금은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
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 유아부부장2, B 어린이집 원장 >
“제가 2010년에 어린이집에 교사로 부임했을 때, 교회에서 피터팬 공연을 하였
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대학 내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연
관람을 하고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출입
하게 되었어요. 이런 행사를 통해 한 두번 교회로 오시면서 교회에 등록하는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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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계셨어요”

< 유치부 부감, B 어린이집 주임교사>

전도집회에 참석한 영유아 부모들은 대부분 과거에 믿음생활을 했지만 결혼과 출
산으로 인해 교회생활을 멈추게 된 젊은 부부들이 많았다. 연극을 통한 전도집회가 지
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젊은 부부들을 교회로 다시 이끌어 들여 그들이 다시 교회
에 나갈 동기를 갖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교회에 대해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가졌고 평소 알고 있던 교회와 다르게 친절하여 쉽게 다가갈 수 있었
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반응하였다.
2) 어린이를 존중하고 교육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긍정적 이미지 형성
연극공연장의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공연진행으로 인해 공연을 관람한 영유아
가족들은 질 높은 공연에 대한 만족과 기대로 다음 기회에도 다시 초대해주기를 원하
였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교육에 집중하는 좋은 교
회로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다.
“연극공연은 지역사회에 교회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길에 나
가 전도할 때 “성서대학교회 아세요? ” 라고 물으면 “아! 그 피터팬 공연했던 교회요?
” “ 구름빵 공연했던 교회요? ”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교
회를 알리기 위해 애썼지만 이제는 알리지 않아도 1월이 되면 어린이집으로도 문의가
오고 현수막 하나만 걸어도 차고 넘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아부 부장1, H어린이집 원장>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여 즐거운 성경교육과 수영장 놀이를 경험한 유아들이 어
린이집에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것이 여러 부모들에게 전해지면서 어린이집
에서 부모에게 교회에 나오시라고 전하기가 훨씬 쉽게 되었다.
“여름성경학교 때 제공하는 슬라이드 수영장은 전도하며 알려줄 때도 아이들의
반응이 가장 높다. 여름이란 특성상 시원한 물과 넓은 공간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수영
장 놀이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유아부 부장, S 어린이집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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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부모에게도 성경교육과 더불어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할 수 있게 하는 교
회라는 이미지로 인해 믿지 않는 부모들도 쉽게 교회로 들어와 함께 활동하게 하고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여름성경학교이다.
3) 반복된 성경교육으로 영유아와 그 가족의 신앙공동체 구성
여름성경학교는 성경에 초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지속적인 대·소집
단 모임이다.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영유아 가족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초신자 가족들은 같이
융화되고 소속되어 자연스럽게 성도로 진입할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노아방주 성경주제를 영유아 수준에 적합하게 체험위주의 통합적 활동으로 구성
하여 부모와 영유아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배우면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믿지않는 부모들도 성경의 이야기를 다양한 놀이활동과 매체를 통해 경험하며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
< 유치부 부감, B어린이집 주임교사 >
6년 연속으로 노아방주를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로 삼아 반복하며 연속적인 시리즈
로 이끌어가는 교육의 힘과 영아,유아,유치 부서의 각 연령에 맞는 교육과정 진행과
여름성경학교 전체 활동과 각 부서의 활동의 균형 등으로 여름성경학교는 하반기 영
유치부서 부흥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여름성경학교가 단순히 매년 관습적으로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성경과 연결된 주제가 영유아발달에 맞는 체험활동으로 제공되어 교육
적 필요가 높은 부모들이 만족하고, 가족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족의 화합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님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기대감을 보인다. 단순히 교회행사가 아니라
성경의 주제를 영유아발달에 맞게 체험활동으로 진행되므로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해한다. 또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이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
니 아빠의 참여율도 매우 높아서 가족이 화합하며 상호작용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유아부 부장2, S 어린이집 원장 >
“노아방주를 주제로 성경학교 몇 주전부터 사전활동을 하는데 부모들은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흐름과 특성 그리고 섬기는 교사들 등을 알게 되면서 교회를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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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결정합니다. 주제에 따른 통합적 활동을 제공하는 질 높은 교육을 알고 훌륭한
교사진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 유아부 부장, B 어린이집 원장 >
4) 불신 영유아가족을 찾아가는 전도
공원전도는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속으로 사람들
을 찾아가는 전도이다. 교회가 영유아와 그 가족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접근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부모들은 공원에 자녀와 놀이하려고 온다. 그래서 전도용품은 영유아가 좋아하며
놀이할 수 있는 바람개비와 비누방울을 준비하여 그들이 놀이하는 곳에서 그들의 놀
이를 지원한다.
“공원에서 바람개비를 나누어줄 때 부모들의 반응은 기존 다른 교회행사처럼 연
락처를 적는 등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서 좋았다고 하였고, 바람개비를 만드는 아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바람개비와 비누방울을 무료
로 받는다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였다 ”
< 유아부 부장2, S 어린이집 원장 >
영유아가 바람개비 만드는 것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일정한 시간동안
함께 있게 되면서 부모와 소통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전도지를 드리며 교회소
개와 영유치부 예배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부모들의 태도는 조용히 잘 듣고 관심을
보이며 수용적이다. 영유아는 바람개비도 만들고 비누방울도 받아 아주 즐거워하고 놀
이감을 갖고 뛰놀며 기뻐하는 자녀를 보며 부모들의 마음이 열려 우리에게 감사의 인
사를 하도록 자녀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공원전도는 우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할 때와 확연히 다른 것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때때로 비누방울 받아
가며 부모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을 보며 내가 여태껏 전도를 하
면서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보았나 생각하며 환영받는 전도의 기쁨을 누린다 “
< 유아부 전도사 >
영유아가족들이 자신의 관심과 일치되는 놀이감이 있으므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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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질문한다. 적극적인 영유아가족의 반응을 얻게되는 전도방법이다.
“ 이거 돈 내는거예요? ” “ 얼마예요? ”
“ 어떻게 하면 바람개비 만들 수 있어요? ”
“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줘요? ” “아이들에게 잘 해주는 교회인가봐요 ”
< 유치부 전도사 >
부모들은 자녀에게 놀이할 자료를 주기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교회소개와 전
도지를 받으면서 “ 종교를 가지려던 참 이었어요 ” “ 우리 이 교회 한 번 가볼까? ”
“ 가보자 ”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교회에 관심을 보이며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는 부
모들도 있고, 교회를 찾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장기결석자 가족을 만나 주일에 다시 나
오게 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전도대상자를 찾아가서 전도하기 때문에 바람개비를 만드
는 아이도 행복해 하고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도 즐거워하며 교회에 대해 마음이 열
리게 된다. 우리의 전도가 그들에게 의미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드린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방 속에 넣어두는 대부분의 부모 반응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교회 내 성도들의 전도 공동체인식 형성과 영적 성숙 그리고 젊은 교회로 진입
교회 내부적으로도 성도들은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봉사하면서 전도집회가 교회학
교 영유치부에 국한된 집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집회라는 인식과 더불어 교회에 대
한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었다. 성도들은 점차 주변의 영유아 가족들을 초대
할 뿐 아니라 많은 수의 영유아 가족들이 몰려오는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
한 전도의 필요성을 눈으로 보며 확인하게 되었다.
“ 영유치부만의 행사가 아닌 교회 전체의 행사라는 성도들간의 공동체의식이 함양됨 ”
< 유치부부장 1, M 유치원 원장 >
더 나아가 전도에 동참하는 영유치부 구성원들의 영적인 성숙도 깊어지고 있다.
전도자들의 전도를 마친 후의 만족감과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많은 리
더들이 매주 전도해야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형성되어 고정적인 전도요원이 증가하
고 있고, 영유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한
심정과 복음에 열정이 뜨거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개인적으로 공원전도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한 심정이 생기고 복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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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동기부여가 되어 내면적으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
< 유치부 부장2, K 어린이집 원장 >
매주 공원으로 전도를 나가면서 각 부서에서 매 주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오거나 성도를 통해 영유아를 보내주시거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혼들이 교
회를 통해 예수님에게로 오고 있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계심을
알게 된다.
“ 공원 전도를 통해 바로 그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할 때는 분
명히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새신자가 방문하며 등록하는 것을 볼 때 보내주시는 하나
님의 손길을 느낀다. 전도는 분명 효과가 있다고 본다 ”
< 유아부 전도사 >
“ 공원에서 만났던 아이들은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것 같다. 왜나 하면 전도를 나간 주에는 꼭 그 주에 새로운 아이
들이 한 명 이상씩은 영아부에 왔기 때문이다 “
< 영아부 전도사 >
“ 영유아 유치부 전도는 6회째를 맞이하면서 교회부흥의 기초가 되었고, 기존 성
도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교회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 < 성서대학교회 담임목사 >
이렇게 영유치부의 전도집회를 통해 교회성도들은 우리가 전도공동체임을 인식하
고, 영유치부 교사와 리더들은 토요일에 실행하는 공원전도에서 영유아가족을 향한 열
정과 영적 성숙으로 교회는 젊은 성도로 부흥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 전도는 효과적인
교회성장(박은규, 1994)이라고 말한 도널드 맥가브란의 표현처럼 영유아전도는 성장하
는 젊은 교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Ⅳ. 결론 및 논의
교회고령화에 대비하고 생산적인 젊은 교회가 되어 지속가능한 한국교회로 나아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교회학교 영유치부의 전도에 대하여 성서대학교회를 중심
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의 전도는 5가지의 기점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내 영유아가족에 초점을 두고 전도를 실천해왔다.
연극을 통한 전도집회, 여름성경학교, 절기행사, 총동원주일, 공원전도가 주요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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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연극을 통한 전도집회는 연극공연을 보기위해 지역사회 영유아 가족들이 교회로
쉽게 들어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문화적 필요의 충족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다.
여름성경학교는 노아방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유아와 가족이 통합교육과정을 구
성한 교육적 접근과 슬라이드미끄럼틀과 수영장 운영으로 계절에 적합한 놀이를 진행
하여 지역사회 영유아가족의 호응을 받으며 성경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절기행사는 교회 전체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공동체 안에서 절기의 뜻
을 되새기며 다음세대로 믿음을 전수하고자 하였다.
총동원주일은 장기결석자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도록 교회에 올 동기를 마련하
는 것으로 그동안 나오지 못한 초신자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특별활동을 준비하여
다시 교회로 나오도록 안내하는 일이다.
공원전도는 놀이를 하러 공원에 나온 영유아가족에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자료(바
람개비와 비누방울)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영유치부를 소개하므로 전도의
기점이 된다.
둘째, 이러한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교회가 교회라는 낯선 장벽을 허물어 영유아가족이 쉽게 들어오게 하고, 교회를
떠난 젊은 부부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어린이를 존중하고
교육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으로 전도가 용이해졌고, 반복된 성경
교육으로 영유아가족의 신앙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불신 영유아가족을 찾아가는
전도를 수행하였고, 교회 내 성도들이 전도 공동체라는 인식을 하고 전도자들의 개인
적 성숙과 젊은 교회로의 진입을 이루게 되었다.
성서대학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교회로 이미지화하여 많은 영유아 가족과 접
촉하며 교회 문턱을 넘게 하였는데 과연 그들의 대다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로의 초
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회와 교회학교 영유치부가 협력하여 그들을
예수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는 양육과정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이 이루어져 회개와 세례와 제자됨과 교회 공동체의 교제까지 이르도록 안내한다면
영유치부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가정이 날로 증가하며 결과 젊은 교회로 보다 생산적
인 사역으로 지역사회의 영유아가족 구원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J. H.
Bavinck는 복음전도란 교회를 통하여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세상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게 하여 신자들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문화전
도는 불신자들의 체감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문
화전도 그 자체만으로는 불신자들의 회심을 바로 이끌어 내지 못하므로 회심으로 가
기위해서 신앙공동체 안으로의 초정과 이어지는 양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박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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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현재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통해 부흥을 꾀하는 움직임은 대체로 신학적 접근보다
는 효율적, 대중적,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화적 접근의 전도들이 사실은 교회성
장을 위해 조직 확대를 열망하여 사람들을 우선 쉽고 편안한 길로 안내하고 몇 가지
핵심교리를 제시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평가받는 비판
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복음전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선행하는 본질적
조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며 기독교적 회심이 이루어지도록
성경적이면서 문화적 요청에 부합하는 전도로 나가야 할 것이다(김선일,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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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2-B-1
“교회고령화 대비를 위한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에 대한 연구
- 성서대학교회를 중심으로 -”에 대한 논찬
김 선 일 박사

(웨스트민스트대학교 / 실천신학)
현재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전도와 교회성장의 위기에 직면하여, 그 해법을 모
색하는 중이다. 한국교회는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개혁해야 할 과제도 갖고 있지
만, 외부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에 제기되는 한국사회 전체의 환경적 변화로 인한 뚜렷한 도전적 과제를 꼽
자면 ‘고령화 사회’와 ‘출생률 저하’일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 자체를 노령화시키고 있
으며, 교회 주일학교와 청소년 부서의 절대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혜경교수의 논문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이중 과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구체적
인 사례를 통해 모색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긍정적 기여
1.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전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대학교회라고 하는 약간 특수한 상황
이긴 하지만,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기반으로 한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교훈을 제공한다.
2. 본 논문은 전도에 대한 총괄적 정의를 내린 후에, 성서대학 교회학교 영,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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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전도의 기점과 의미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함으로 실제 사역이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에 대한 명료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3. 영, 유치부 전도의 방안을 가족과의 유대 속에서 접근하고, 통합적인 사역 모
델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사역과 절기 행사들을 활성화함으
로서, 전도를 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회의
고령화를 위한 대비로 영유치부 사역을 매개로 한 성인 가족까지 포괄하는 효과적인
전도를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지역 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전도라는 전통을 살려서, 불신자 가족과 이웃
에게 더욱 가까이 접근하는 노력도 엿보인다. 이는 선교적 교회가 구체적인 지역 공동
체 속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표현함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5. 본 논문이 취하고 있는 질적 사례 연구, 단일-내재 사례 연구 방법론 등은 앞
으로 전도를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
한다.
위와 같은 긍정적 기여와 교훈들에 감사하며, 본 논찬자는 논문의 더 나은 발전
과 기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보완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완점
1. 우선 본 논문의 제목에서 ‘교회고령화를 대비한~’이라고 표현하며 서론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제시하는데 반해, 본격적인 논의는 영유치부를 위한 전도사역과 그
성인가족까지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 진단에 할애 되었다. 교회의 고령화라는 현상이
교회의 구조와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논문은 교회의 고
령화를 위기적인 차원에서만 언급할 뿐 고령화 그 자체를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볼 수
있을지를 언급하지 않는다. 즉, 고령의 교인들이 교회학교 부흥에 동의하고 협력과 참
여를 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어떠한 검증된 사례가 있는지 정도는 논해주어야
본 논문의 제목과 주제에 부합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논문 전체의 내용과 비중에서
‘교회의 고령화’라는 현상은 부정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준다.
2. 앞부분에서 전도에 대한 정의와 이해들이 잘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교회교육
과 전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불신자 아동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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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 뿐 아니라, 영유치부 또래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파
되고 경험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논찬자는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외한이지만,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나 존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가 지적하는 신앙 발달과 계승의 과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사소한 아쉬움이지만, 논문의 최종 결론은 다른 학자들의 주장이 인용되기 보
다는, 조 교수 자신의 종합된 주장과 사역 방향 제시로 채워졌으면 한다.
조교수의 논문이 교회교육과 전도, 고령화와 다음세대의 가교를 잇는 귀한 자료
로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더욱 활발한 융합적 연구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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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2-B-2
“교회고령화 대비를 위한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에 대한 연구
- 성서대학교회를 중심으로 -”에 대한 논찬
정 은 상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올해 0-14세 유소년 인구가 654만 명인 것에 비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659만 명이 되는 인구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현재의 인구 추이가 계속되
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19년에는 총인
구가 감소하게 된다. 통계청의 연령별 추계인구에 따르면 0-4세 인구는 2010년
2,201,465명에서 1,919,300명으로 약 12,8%와, 5-9세 인구는 각각 2,517,298명에서
2,050,833명으로 약 18,5%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반도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이후, 한국교회와 교회학교는 일제 식미통치와
한국전쟁이라는 전 사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며, 산업화
와 경제 계발 정책과 더불어 양적 성장의 정점에 도달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교인수의 양적 정체는 교단별로 차이는 있지만, 2006-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
작한다. 그리고 예장 통합의 경우 비슷한 시기인 2004-2011년을 기점으로 영아부 부
터 중고등부에 이르는 교회학교 수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본 연구는 교회가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로 야기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교회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치부 전
도를 통한 장기적 교회성장을 추구하며,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논문이 영유치부 전도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별히 본
고는 연구자가 성서대학 교회 교회학교 교육사로 봉사하며, 직접 실천하고 있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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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전도 사역들을 소개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성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에 관한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
연구로서, 사례 연구 설계 중에서 단일-내재 사례연구로 실행되었다. 연구는 크게 두
주제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역사회 내 영유아 가족에 초점을 둔, 성
서대학교회 교회학교 영유치부 전도의‘기점’에 대한 것이다. 전도를 위해 기점으로 시
도되는 5개의 주요행사, 즉 연극공연, 여름성경학고, 절기행사, 총동원주일, 공원전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진행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성서대학 교회학교 전
도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연구자는 위에서 언급한 5개의 전도의 기점 행사를 중심
으로 실행되는 전도의 의미를 5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교회라는 낯선 장벽을 허물어
영유아 가족이 쉽게 들어오게 하는 전도, 어린이를 존중하고 교육에 집중하는 교회라
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전도, 반복된 성경교육으로 영유아와 그 가족의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전도, 불신 영유아가족을 찾아가는 전도, 교회 내 성도들의 전도
공동체인식 형성과 영적 성숙 그리고 젋은 교회로 진입하게 하는 전도이다.
연구자는 결론적으로 전도를 위한 기점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회심에 이르기
위한 이어지는 양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어 교회학교 영유아 전도 사역과 관련해서 본 연구의 공헌 점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교회학교 부서 중에서 사역하기 어렵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교육과정 평
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영유아 부서만큼 힘든 부서는 없을 것이다. 교회 교육현장에
서는 영유아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교육 받은 내용을 얼마만큼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이 별로 없기 때
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 얻게 된 경험적 연
구 결과들은, 연구 범위가 제한적이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이
러한 점에서 연구자가 문헌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본고의 연구 대상인 성서대학교회
사역자로서 경험하면서 도출한 결과물들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문헌 연구와 경험적 연구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복음전도’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와 더불어 ‘영유아’ 사역과 관련된 실천신학
적 정의를 시도했다는 면에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영유아 전
도란“영유아와 그 가족들과 다양한 촉점을 만들어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교회로 나
와 복음을 듣게 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이러한 전도에 대한 정의는 조직신학적인 관
점에서는 전도라는 개념에 ‘인간의 수고’가 첨가 된 듯 여겨져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실천신학적 관점에서는 ‘교회교육의 현장’의 상황이 고려된 정의라는 점에서 유의미하
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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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영유치부 전도의 의의를 이론적인 논거를 통해서 도출하지 않고, 현
장 사역의 분석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 본고의 또 다른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 전도사역자들이 전도를 통한 결과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필요한 점들
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는 변화된 한국사회의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전도 방법과는 다른 대
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런데 연구자가 전도의 기점을 위해 제시한 ‘연극공연, 여름성
경학고, 절기행사, 총동원주일, 공원전도’과 같은 방법은 이미 기존의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어떤 점에서 성서대학교회 영유치부의 전도의 기점
이 다른 교회와는 다른 대안이 된다가 보는가?
둘째, 연구자는 영유치부 전도의 의의로 5가지를 제시하였다. 한 가지는 교회 이
미지 개선과 관련이 되어 있고, 네 가지는 영유아 전도를 통한 성인 대상의 가족 전도
와 관련되어 있다. 전도는 좁은 의미에서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행
위이다. 그런데 연구자가 제시한 전도의 의의에 따르면 영유치부 전도가 성인 전도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영유아 전도가 성인 전도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성서대학교회 영유아부의 전도 사역 성공 사례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델이 일반적이 모델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왜냐하
면 숙련된 교사와 교회학교 재정이 부족한 교회가 점점 늘어 가는데, 성서대학교회 영
유아부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결국 본고에서 제시된 전도 사역들은
영유아 전문가들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은가? 성서대학교회의 모델이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논찬을 마치며, 문헌과 경험 연구를 통해 영유아부서의 전도에 관한 실제적인 대
안을 제시하고자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영유
아부서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유아부서 전도 모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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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C
발표자: 안 석 박사(크리스찬치유상담대)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치유상담”
좌장: 권명수 박사(한신대)
논찬1: 김홍근 박사(한세대)
논찬2: 장정은 박사(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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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C 발표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치유상담1)
안 석 박사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I. 왜 사랑과 공격성인가?
사랑과 공격성은 정신분석의 고전적 주제이다. 사랑과 공격성이라는 주제를 정신
분석적 측면에서 짧은 논문으로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사랑과
공격성은 대개 무의식의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무의식적
의미를 실제의 삶에서 이해 가능하도록 끌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공격성에 대해 다루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사랑과 공격성을 결정짓는 추동의 세계, 무의식적인 체험과 환상의 세계, 현재 인간관
계의 원형이 될 수 있는 심리내적 대상관계, 사랑과 공격성과 관련된 자아와 초자아의
기능 등에 대해 우리자신을 파악할 때 우리는 우리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공격성을 중화하고 통합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은 공격성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본 소고에서는 사랑과 공격성에 대해 정신분석적 관점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사
랑과 공격성을 특히 커플관계의 감정적 양가성의 차원에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
후 사랑이 어떻게 공격성을 중화하고 통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되, 프로
이트(Sigmund Freud)의 고전적 정신분석과 후기 프로이트 학파의 논의 중에서 컨버
그(Otto Kernberg)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한하여 살펴 볼 것이다.
1) 본 소고는 완성되지 않은 글로서 인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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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커플의 사랑과 공격성 그리고 양가성
1. 사랑에 빠지고 커플 되기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
정신분석 역사에서 정상적 및 병리적 사랑관계를 연구한 프랑스 정신분석가들이
있다.2) 앙지외(Didier Anzieu)는 무의식적인 애정대상의 선택이 자기에 대한 동성애적,
이성애적 완성이 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3) 상대방의 성에 대해 너그럽지 못하
다면 심한 성적 억제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사랑관계를 연구한 북미의 정신분석가들도
있다.4) 스톨러(Robert Stoller)는 성애와 공격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커플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핵심 성정체성, 성 병리, 사랑관계 등이 정신분석가
들의 연구 주제였다.
사랑에 빠지는 역량은 커플 관계에 기초가 되는 초석이라 할수 있다. 그것은 성
애적 욕망과 이상화를 연결시키는 역량과 깊은 대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잠재능력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
게 된다. 그리고 서로는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느끼고 자신의 이상이 실현된다고 느끼
면서 만족스러운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성
애와 다정함, 성과 자아 이상을 연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랑을 위해 공격성을 사
용할 수 있는 역량을 표현하는 것이다.5)
문제는 이들이 만날 때 있는 그대로 상대를 보기도 하지만 심리적 기제에 의해
서로를 바라보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컨버그는 커플관계에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
난다고 보았다. 커플은 과거의 무의식적 경험과 환상을 서로 투사적 동일시(projective
identification)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재현한다.6) 투사적 동일시에서는 자기의
어떤 측면이 먼저 대상에 투사된다. 그런 다음 개인은 대상 안에서 투사된 자기의 측
면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대상 안에서 자기 자신의 특성을 통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투사된 측면이 자기에게 속한 것임을 어떤 수준에서 자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투사적 동일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상호
2) Didier Anzieu, André Green 이 그 대표들이다.
3) Didier Anzieu, “La scène de ménage”, L’Amour de la Haine, Nouvelle Revue de
Psychanalyse 33: 201-209.
4) Martin Bergmann, Ethel Person, Robert Stoller 등이 있다.
5) Otto Kernberg, 『남녀관계의 사랑과 공격성: 정신분석적 이해』, 윤순임 외 역, (서울:
학지사, 2005), 105.
6) O. Kernberg, Ibi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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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인 정신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7)
이런 식으로 커플이 환상에서나 실제로 상호 박해(persecution)하는 것은 커플의
생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박해는 커플이 공동의 의식적, 무의식적 자아
이상을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아적인 초자아를 투사하는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
다.8) 그렇기 때문에 컨버그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커플의 경우에도 두 사람 간의 공격
성의 굴곡(vicissitudes)을 간과하고는 사랑의 굴곡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
다.9) 그러므로 커플관계의 사랑과 공격성의 정신분석적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기제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발달한다. 컨버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 남자 아이로 사랑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남자 아이 역할에 동일시함과 동시에 여자 어머니 역할을 동일시한다. 따라서 그는 이
후의 상호작용에서 자기표상을 실현하는 동시에 어머니 표상을 다른 여성에게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자신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자기표상은 다른 남자에게 투사하게 된다. 자아정체성의 일부로서 남아로서의 자기표
상이 우세하면 이성애적 지향이 우세해질 것이다.10)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성인기의
커플관계에서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즉 초기 아동기에 이루어지는 발달에 대한 심리내
적인 측면은 성인기의 정신분석적인 차원에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2. 본능과 추동 그리고 커플관계에서의 사랑과 공격성
커플관계를 위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무의식적 심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로
이트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무의식적 심역을 가정하였다. 프로이트는
본능(instinct)와 추동(drive)을 구분하였다. 프로이트는 추동을 인간행동의 심리적 동
인으로 보았다. 반면에 본능은 생물학적이고, 유전되며, 생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보았다.11) 프로이트는 추동의 궁극적인 원천이 생물학적이라고 보
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성향을 심리적 동기로 변환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그의 리비도나 성 추동 개념은 생후 초기의 발달단
계에 속하는 성적 부분 추동이 위계적으로 상위의 조직화를 이룬 것이다. 프로이트는
그의 마지막 추동 이론인 성과 공격성의 이원추동이론에서 성과 공격성을 그로부터
7) Gregory Hamilton, 『대상관계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공
역, (서울: 학지사, 2007), 129.
8) O. Kernberg, 『사랑과 공격성』, 14.
9) O. Kernberg, Ibid., 15.
10) O. Kernberg, Ibid., 36.
11) Sigmund Freud, <쾌락원칙을 넘어서>,『프로이트 전집 11권』,(서울: 열린책들,
2003), 269-34; O. Kernberg, op. cit.,,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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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인 심리적 갈등과 심리적 구조가 생성되는 원래적 원천으로 보았다. 프로이트
는 성 추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감대의 흥분성을 기점으로 생물학적 원점을 기술하
였다. 성적, 공격적 동기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연속성은 많은 복합적인 심리적 발달현
상에서 드러난다.12) 프로이트는 추동이 심리표상이나 상상(즉, 추동의 인지적 표현)
그리고 정동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13) 프로이트는 추동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다고 시사하였지만, 또한 추동이 성숙하고 발달한다고 보았다.
사랑의 신뢰관계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사랑의
신뢰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위환경도 건강해야 한다. 하지만, 마음과 성격구조 역
시 건강해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우선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 공격성을 잘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는 여러 차례 적대적인 욕동과 적대적 성향에 대해 말했다.
결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사랑의 욕망과 적대적인 욕망의 결합이었다.14)
정신분석에서 공격성(agressivité)이란 실제의 행동이나 환상속의 행동에서 타인
을 해치고, 파괴하고, 구속하고, 모욕하는 등을 목표로 하는 성향이나 그런 성향들의
총체를 말한다.15) 정신분석에서 공격성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실제 행동과는 다른
양태를 갖는다. 적극적인 만큼 소극적인 (예를 들어 도움을 거절함), 실제적인 만큼 상
징적인(예를 들어 아이러니) 어떤 행동도 공격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신분석은 공
격성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은 주체의 발달과정에서 공격성이 아주
이른 시기에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공격성과 성욕(sexualité)의 결합과 분리
의 복잡한 놀이를 강조했다.16) 적대적 성향은 강박신경증(névrose obsessionnelle), 편
집증(paranoïa)과 같은 몇몇 증상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관점이 임상에 의해 밝혀졌
다.17)
3. 커플관계의 사랑과 공격성으로서의 양가성
프로이트는 사랑의 기원과 사랑을 둘러싼 여러 관계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자주 ‘양가성’으로 나타나는지, 즉 동일한 대상에 대해 어떻게 사랑과
동시에 미움의 충동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18)
12) O. Kernberg, Ibid., 45.
13) Sigmund Freud,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Repression”, “The Unconsciou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XIV,
ed. by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ress, 1957), 109-215.
14) Jean Laplache & Jean Bertrand Pontalis,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1967, 14.
15) J. Laplache & J. B. Pontalis, Ibid., 13.
16) J. Laplache & J. B. Pontalis, Ibid., 13.
17) J. Laplache & J. B. Pontalis, Ibi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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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공격성은 동일한 에너지에서 기인하는 다른 방향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커플관계의 사랑과 공격성의 이해로서의 양가성의 의미는 중요하다. 양
가성(ambivalence)의 개념은 사랑과 증오가 같은 차원에서 공존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19) 양가성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관계에서 서로 상반되는 성향이나 태도나 감정
(전형적으로 사랑과 증오가 그렇다)이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20) 양가성이라는 용어는
프로이트가 블로일러(E. Bleuler)에게서 차용한 것이다.21) 블로일러는 양가성을 세 가
지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첫째, 의지(Volontaire, Ambitendenz)의 양가성22) 이다.
예를 들어 주체가 먹고 싶으면서 동시에 먹고 싶지 않은 것이다. 둘째, 지적(Intellectuel)
양가성23) 이다. 예를 들어 주체가 어떤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그 제안 반대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 감정적(Affectif) 양가성24) 이다. 주체가 동일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
에 증오하는 것을 말한다.25)
블로일러는 양가성을 정신분열증의 주요한 증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양가성도 인정하고 있다. 양가성 개념의 독창성은 예전에 복합감정이나 태도의 변화로
기술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한편으로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예-아니오’의 형태의 대립이 유지된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본적인
대립을 심리생활의 여러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블로일러는 ‘감정적 양가
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용어의 프로이트적인 용법에 방향을 제공하는 것
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다.26)
프로이트에게서 양가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부정적 전이현상을 보고
하고 있는 「전이의 역학(1912)」27)논문에서 이다. “대개 동일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18) Sigmund Freud, <본능과 그 변화>, (1915)『프로이트 전집 11권』, 윤희기 역 (서울:
열린책들, 2015), 130.
19) J. Laplache & J. B. Pontalis, op. cit., 14.
20) J. Laplache & J. B. Pontalis, Ibid., 19.
21)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처럼 욕동의 전개 과정 후기에 욕동의 수
동적 성향에 반대되는 또 다른 성향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블로일러가
소개한 <양가성(ambivalenz)>이란 말로 욕동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Sigmund Freud, <본능과 그 변화>, 119.
22) 블로일러가 말하는 의지의 양가성은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유유부단함을 나타내는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양가성을 의미한다.
23) 블로일러가 말하는 지적 양가성은 상호모순되는 전제를 모두 받아들이는 지적인 측면
에서의 양가성을 의미한다.
24) 프로이트가 일반적으로 양가성을 언급 할 때는 사랑과 미움의 갈등과 같은 정서적 측
면의 양가성을 의미한다.
25) J. Laplache & J. B. Pontalis, op. cit., 19.
26) J. Laplache & J. B. Pontalis, Ibid., 19-20.
27) Sigmund Freud, La dynamique du transfert, trad. A Berman, in De la technique
psychanalyt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1953, 50-60. 프로이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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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전이 곁에는 (언제나) 양가성이 있다. <감정의 표적>의 양가성 덕분에 우리는
전이를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신경증 환자의 능력을 잘 이해할 수 있다.”28)
그런데 사랑과 증오가 결합된다는 프로이트의 생각은 그 이전에도 발견되고 있
다. 프로이트의「꼬마 한스」29)와「쥐인간」30)의 분석이 그 예이다. 프로이트는 “우리
가 사랑하는 쥐인간에게는 동일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증오 사이의 전투가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다”31) 고 말하고 있다.
그 후「욕동과 욕동의 운명(1915)」32)논문에서 프로이트는 능동성-수동성의 대립
쌍을 양가성이라고 보고 있다.33) 프로이트는 “능동적 욕동은 수동적 욕동과 공존하
다.”34)고 주장한다. 프로이트가 「욕동과 욕동의 운명(1915)」논문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양가성은 동일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증오의 구체적인 대립이다.35)
논문은 아직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28) Sigmund Freud, La dynamique du transfert, trad. A Berman, in De la technique
psychanalyt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1953, 58-59; ‘The Dynamics
of Transference’ (1912),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XII, ed. by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ress, 1957),
106-107.
29) Sigmund Freud, <다섯 살배기 꼬마 한스의 공포증 분석>, (1909)『프로이트 전집 8
권』,(서울: 열린책들, 2015), 11-183.
30) Sigmund Freud, <쥐인간-강박신경증에 관하여>, (1909)『프로이트 전집 9권』,(서울:
열린책들, 2013), 11-102.
31) Sigmund Freud, <쥐인간-강박신경증에 관하여>, 11-102; Remarques sur un cas de
névrose obsessionnelle: L’homme aux rats, trad. M. Bonaparte et R. Lœwenstein, in
Cinq Psychanaly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1954, 223.
32) 윤희기는 열린책들 17쇄(2015년)에서 프로이트의 ‘Trieb’를 제임스 스트라치(James
Strachey)를 따라 ‘본능’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욕동’으로 번역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학술적 용어의 관점에서 ‘pulsion’이라는 용어는 프로이트의 프랑스어 번역
에서 ‘Trieb’라는 독일어의 번역어로 처음 소개된 것인데, 그것은 본능(instinct)나 성향
(tendance)과 같은 좀 더 오래된 일상적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피하기 위해 만
들어졌기 때문이다. 독일어에는 Instinkt’와 ‘Trieb’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이를 구분하
였다. 본능(Instinkt)는 동물학에서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동일한 종의 모든 개체들에게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행동을 가리키는 즉, 그것은 유전에 의해 고정된 그 종
특유의 동물적 행동을 지칭한다. 반면 욕동(Trieb)은 언제나 압력(poussée)이라는 뉘앙
스를 띠고 있으며, 그것의 초점은 분명한 목적보다는 일반적인 방향성에 있기 때문이
다. Jean Laplache & Jean Bertrand Pontalis,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1967, 359-362. Cf. Sigmund Freud,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XIV, ed. by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ress, 1957),
109-215. 연구자는 <본능과 그 변화>를 <욕동과 욕동의 운명>이라 한다.
33) Sigmund Freud, <본능과 그 변화>, 114.
34) Sigmund Freud, <본능과 그 변화>, 119; Les pulsions et destins des pulsions, trad.
J. Laplache et J. B. Pontalis, in Métapsychologie, Paris, Gallimard, 1952, 51.
35) Sigmund Freud, <본능과 그 변화>, 114-119; J. Laplache & J. B. Pontalis,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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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성은 정신병, 강박증과 같은 몇몇 증상과 질투, 애도와 같은 상태에서 눈에
뛴다. 그것은 한 대상에 대한 사랑과 파괴가 공존하는 리비도의 가학증적 구순기와 가
학증적 항문기와 같은 발달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36)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K. Abraham)은 그것을 발단단계에 고유한 대상관계를 규정하는 발생학적인 범주로
이해한다. 아브라함은 원초적 구순기를 ‘양가성 이전(préambivalent)’이라고 명명한다.
아브라함(K. Abraham)은 “빨기(La succion)는 하나의 합체이다. 하지만 빨기는 대상
의 존재를 끝내지 못한 합체이다”라고 말한다.37) 아브라함(K. Abraham)에게서 양가성
은 대상에 대한 적개심을 내포하는 가학증적이며, 식인적인 구순기에서만 나타난다.
그 후에 개인은 자신의 대상을 배려하고 파괴로부터 구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결
국 양가성은 양가성 이후(post-ambivalent)시기인 생식기에 이르러 극복된다는 것이
다.38)
아브라함(K. Abraham)과 같은 입장인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연구에서
양가성의 개념은 보다 본질적으로 나타난다. 클라인에게 있어서 욕동은 처음부터 양가
적이다. 클라인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사랑은 대상의 파괴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
다. 그래서 양가성은 대상 자체의 질이 된다. 주체는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으로 구분하면서 그 사이에서 싸운다.39) 심한 양가성을 경험하는 유아는 어머니가 떠
나면 강한 분노와 갈망을 보인다. 이는 아마도 어머니가 적극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유아를 좌절시킬 때 유아가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40)
프로이트 이후 양가성이라는 개념은 정신분석에서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양가성은 양립할 수 없는 동기가 작용하는 방어 갈등에서 기인하는 행동과 감정을 가
리키는 데 사용된다. 어떤 상황에 기분 좋은 것이 다른 상황에는 기분 나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타협형성’을 양가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양가성이라는 용어가 막연하게 모든 갈등적인 태도를 모두 내포할 위험이 있을 수 있
다. 그것이 본래 지니고 있는 기술적이고, 증상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특수한
갈등의 분석에만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감정적인 태도의 긍정
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동시에 현존하고, 분리되지 않으면서, ‘예와 아니오’ 를
동시에 말하는 주체에게 뛰어넘을 수 없는 변증법적이지 않은 대립을 구성하는 특수
한 갈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41)
19. , 20.
36) J. Laplache & J. B. Pontalis, Ibid., 19. , 20.
37) J. Laplache & J. B. Pontalis, Ibid., 20 재인용.
38) J. Laplache & J. B. Pontalis, Ibid., 20.
39) J. Laplache & J. B. Pontalis, Ibid., 20 재인용.
40) Margaret Mahler et al.,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1975; Gregory Hamilton, 『대상관계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공역, (서울: 학지사, 200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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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국 양가성을 설명하는데 근본적인 이원론을 가정해야 하지 않을까?
즉 사랑과 증오의 양가성은 욕동의 특수한 발달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증오는 그
기원이 자기보존욕동42)에 있고, 사랑은 그 기원이 성 욕동에 있다.43) 주목할 것은 프
로이트는 마지막 그의 저서에서 임상과 갈등 이론에서 양가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서 오이디푸스적인 갈등은 그것의 뿌리가 되는 욕동의
차원에서, 양가적 갈등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것의 주된 차원중의 하나가 “동일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아주 정당한 사랑과, 그 못지않게 정당화될 수 있는 증오”44)사이
의 대립이기 때문이다.45)
나아가 양가성이 충분히 통합되지 못할 때, 즉 양가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장애들
이 나타날 수 있을까? 신경증 증상의 형성은 “동일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아주 정당
한 사랑과, 그 못지않게 정당화될 수 있는 증오”사이의 대립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
도로 이해될 수 있다. 공포증은 갈등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증오를 대체 대상
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강박신경증은 리비도의 힘을 반동형성의 형태로 강화하여 증
오심을 억압하는 것이다. 갈등에 대한 프로이트의 개념에서 그러한 관점의 차이는 방
어적 갈등을 욕동의 역학에 닻을 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갈등이 심리장치의 심
역들을 움직이게 하는 한, 방어 갈등 뒤에서 욕동에 내재한 모순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46)

III. 커플관계를 위협하는 공격성과 공격성의 이중의 의미
1. 대상을 향한 공격성
프로이트는 ‘적대적인 욕동(pulsion hostile)’과 ‘적대적 성향(tendance hostile)’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프로이트 시각에서 볼 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그것의 발견될
때부터 이미 사랑의 욕망과 적대적인 욕망의 결합이었다.47)
41) Jean Laplache & Jean Bertrand Pontalis, op. cit., 20-21.
42) 자기보존욕동의 원형은 자기를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한 자아의 투쟁에 있다.
Sigmund Freud, <본능과 그 변화>, (1915)『프로이트 전집 11권』, 윤희기 역 (서울:
열린책들, 2015), 128-130.
43) Sigmund Freud, <본능과 그 변화>, 128; Jean Laplache & Jean Bertrand Pontalis,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1967, 21.
44) Sigmund Freud,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1926) 『프로이트 전집 10권』, 황보석
역 (서울: 열린책들, 2015), 225.
45) J. Laplache & J. B. Pontalis, Ibid., 21.
46) J. Laplache & J. B. Pontalis, Ibi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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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의 정서적 관계에서 공격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공격성은 대상을 향해 나
아갈 수 있다. 강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은 경계선 내담자의 원시적 이상화 속에서
이상화된 대상관계와 박해하는 대상관계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때이다. 이때 열정적
사랑은 갑자기 열정적 증오로 바뀔 수 있다. 내재화된 대상관계에서 ‘좋기만 한’ 관계
와 ‘나쁘기만 한’ 관계가 통합되지 못하였을 때 커플 관계는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변
화를 보일 수 있다. 자신의 연적과 배신한 애인을 죽인 후 스스로도 자살한 실연당한
연인의 원형적 경험은 열정적 사랑, 분열 기제, 그리고 원시적 이상화 및 증오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보여준다.48)
커플의 공격성을 환경 속으로 방출시키기 위해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커플 역시
그 공격성을 대치할 안전한 공간 혹은 집단이 필요하다. 리버만(D. Liberman)은 내담
자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분석가에게 표현하는 신랄한 불평이 어떻게 미묘한 행동
화의 일부일 수 있는지를 기술하였다.49) 분석가는 배우자에 대한 공격성의 저장소가
될 수 있고, 내담자는 파트너와 ‘구출된’ 관계 속으로 물러날 수 있다.50) 이것은 로젠
펠트(Herbert Rosenfeld)가 기술한 ‘화장실’ 분석가라는 좀 더 일반적인 현상의 한 예
다. 어떤 커플에게 그러한 기능을 하는 친한 친구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커플이 감내해 내기 어려웠을 공격성의 배수구가 되었다는 것을 종종 알아채지 못
한다.51)
2. 시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공격성
그러면 언제 공격성이 나타나는가? 공격성은 커플이 공유한 시간적 차원에서 나
타난다. 컨버그는 커플의 공격성이 시간적 차원에서 다음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잘
지적하였다. 노화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파트너에게 매력을 잃게 되는 것의 두려움,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의 두려움, 다른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
움, 그리고 자신이나 파트너의 신체건강에 대한 무모한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시간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려는 무의식적 경향성은 모든 원천에서 비롯된 공격성이 드
러나는 장이 될 수 있다.52)
47)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사랑의 욕망과 적대적인 욕망의 결합은 『꿈의 해석』의 <사
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꿈>을 다루는 장에서 처음으로 제시된다. Sigmund Freud, <꿈
의 해석> (1900)『프로이트 전집 4권』, 김인순 역 (서울: 열린책들, 2015), 참조하시오.
48) O. Kernberg, op. cit., 83.
49) O. Kernberg, Ibid., 157 재인용.
50) O. Kernberg, Ibid., 157.
51) Herbert Rosenfeld, “On the Psychopathology of narcissism: A clin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5, 1964, 332-337; Otto Kernberg, op. cit.,
15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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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이 파괴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과거
의 갈등을 재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간의 격렬한 공격
성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 그렇다. 커플의 생존은 억압된 혹은
해리된 공격성을 둘러싼 무의식적 두려움의 환상적이고 과장된 특성을 드러낼 수 있
다. 자신의 파트너를 가학적으로 공격하면서도 자신이 그(녀)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증
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냉혹한 분노와 평가절하에서 오는 죄책감, 애도 그리고 복구
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자신 속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것은 커플에게 매우 귀중한 경
험이다. 성적 친밀감과 쾌감이 그러한 자각, 죄책감, 관심과 연결된 복구 노력을 통합
시키면, 성적 흥분과 정서적 친밀성은 증가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커플
공동의 책임감 역시 함께 증가된다.53)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정신세계는 빈자리와 분리의 경험, 이러한 상
황의 발생과 발생 가능성에 따른 고통에서 구축된다. 인간의 사고는 타자의 존재가 우
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떠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
한다는 특성이 있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같은 분리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한다.54)
인간은 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결핍상태를 경험하고, 아울러 우리가 죽을 수 있
는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는다.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자신을 투사해보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여타의 동물들과 구별된다. 배가 고프다거나 춥
고 목마르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등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우리 이외의 다른 동물들 또
한 고통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투사해보
지는 않는다.55)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A la Recherche du Temps Pérdu에서 볼 수 있는
숙고는, 소중하지만 지나가 버린 과거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의 의미로움을 시사한다.
이와 비슷하게 황혼 무렵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시며, 사랑과 슬픔과 갈
망을 느끼며, 지나간 날을 회상하고 향수에 젖는 즐거움은 우울과 다르다. 그것은 수
용적이고 의미가 있다. 그것은 비록 어떤 것이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갈망하
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능력을 나타낸다.56)
52) Otto Kernberg, Ibid., 158.
53) O. Kernberg, , op. cit., 159-160.
54) Serge Hefez, Antimauel de Psychologie, 배영란 역, (서울: 황소걸음, 2011), 76.
55) S. Hefez, Ibid., 77.
56) Gregory Hamilton, 『대상관계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공
역, (서울: 학지사, 200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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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커플관계의 성숙한 사랑과 ‘성적열정’
1. 커플관계의 성숙한 사랑을 위한 ‘성적열정’의 정신분석적 의미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볼 때 성숙한 사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정서적
소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컨버그가 제시
하고 있는 ‘성적열정’의 정신분석적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컨버그는 성숙한 성적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리비도적, 공격적으로 점유된 자기표상 및 대상표상의 통합에서 비롯된 다정함이다.57)
이때 사랑이 공격성보다 우세하며 모든 인간관계의 특징인 정상적인 양가성이 관용된
다. 다른 사람과 그 관계에 대해 깊게 헌신하는 성숙한 형태의 이상화이다. 성적인 관
계, 대상관계 및 커플에 대한 초자아 점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사랑관계의 열정적인
특성이다.58)
또한 성숙한 사랑에 있어서 컨버그는 ‘성적열정’을 제안한다. 컨버그가 제시하고
있는 ‘성적열정’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낭만적’ 이상화의 첫 표현이나 일시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사랑관계의 영속적 특성이다.59) 이런 측면에서 컨버그가 제안하는
‘성적열정’은 청소년기의 특징인 황홀한 기분(ecstatic mode)과는 다르다. ‘성적열정’은
미묘하지만 깊고 조심스럽게 자기 비판적으로 어떤 타인에 대한 사랑을 자각하는 것
이고, 사랑 대상을 타인과는 구분시켜 주는 마지막 신비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며,
그리고 사랑대상에 대한 총체적 헌신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의 일부로서 충족될 수
없는 갈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60) 컨버그는 이러한 ‘성적열정’은 대체로 오르가즘이
있는 성교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성적 열망이 오르가즘이 있는 성교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61)
2. 사랑상대과 합일로서의 ‘성적열정’
컨버그에게 있어서 ‘성적열정’은 피할 수 없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타인과
의 열망했던 합일을 위해 자기를 용기 있게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며, 타인과 융합할 때 위협
57) O. Kernberg, op. cit., 67.
58) O. Kernberg, Ibid., 68.
59) O. Kernberg, Ibid., 88.
60) O. Kernberg, Ibid., 82.
61) O. Kernberg, Ibid.,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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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많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 희망이 포함되
는데,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자신의 공격성의 위험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도 불구
하고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의 선함을 재확인 받는다는 점에서 그
렇다. 그리고 ‘성적열정’에서는 자기의 시간경계를 넘어서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헌
신 속에서 그리고 삶에 개인적 의미를 제공하는 하나의 이상으로서의 사랑 대상에 대
한 헌신 속에서 그러하다. ‘성적열정’을 경험하는 개인은 사랑대상에 대해, 열망했던
오이디푸스적 및 전 오이디푸스적 대상과 타인과의 이상적 관계가 혼합된 것으로, 그
리고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생각, 가치, 포부가 혼합된 것으로 지각한다. 그
는 사회문화적 세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 내고, 공고화시키려는 희망을 표현한다.62)
따라서 ‘성적열정’은 많은 정서 상태를 재활성하고 간직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는
개인에게 자신의, 그의 부모의, 전체 대상세계의 ‘선함’을 보장해주고 좌절, 적개심 및
양가성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성취하려는 희망을 보장하는 그런 정서다. ‘성적열정’은
원시적인 공생적 융합상태의 ‘대양감정(oceanic feeling)’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 (합일
이 아닌) 역량, 자기-대상 분화 단계에서 어머니와의 흥분되고 친밀한 재결합, 그리고
성적 기능에 관한 열등감, 두려움 및 죄책감을 극복하는 맥락에서의 오이디푸스적 동
경의 충족을 가정한다. ‘성적열정’은 사랑대상과의 하나가 되는 느낌을 촉진하는 핵심
이다. 이러한 합일감은 청소년기 낭만주의의 일부분이며, 후에는 인생의 현실적 한계,
즉 피할 수 없는 병, 쇠퇴, 악화 및 죽음을 무릅쓰는 사랑하는 파트너에 대한 성숙한
헌신관계의 일부를 이룬다. 그것은 사랑대상에 대한 공감의 중요한 원천이다. 따라서
경계를 넘어서는 것과 많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기본적인 선한 느낌을 재확인하는 것
은 하나의 즉시적 체계 속에서 생물학, 정서적 세계 그리고 가치 세계를 연결시킨
다.63)
3. 사랑관계의 영속성으로서의 ‘성적열정’
컨버그가 커플 사랑관계의 영속성으로 제안하는 ‘성적열정’은 일생동안 사랑관계
에 강렬함을 제공하고 공고화시키고 활기를 불어넣는 기능을 말한다. ‘성적열정’은 커
플의 전체 경험과 연결됨으로써 성적 흥분에 영속성을 제공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안
정된 성관계의 성애적 측면을 보여준다.64) 이런 측면에서 컨버그는 성적 흥분과 성적
즐거움이 얼마나 밀접하게 커플의 전체 관계의 질과 연결되어 나타는지를 그 임상적
증거를 제시하였다.65) 성적 체험은 사랑관계와 결혼 생활의 불변하는 중심적 측면으
62) O. Kernberg, Ibid., 81.
63) O. Kernberg, Ibid., 85.
64) O. Kernberg, Ibid.,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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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아 있다. 최적 상황에서는 성적 즐거움의 강도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는 질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신체를 성적으로 단련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개인적
욕구와 경험을 전체 관계의 사랑 측면과 공격성 측면의 복잡한 그물로 엮어 낼 수 있
는 커플의 직관적 역량에 달려 있다.66)
4. 사랑과 공격성의 통합으로서의 ‘성적열정’
컨버그는 ‘성적열정’이 있는 커플은 사랑과 공격성을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 ‘성
적열정’ 속에서 자기 경계를 넘어서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적 관계 속에서
사랑과 공격성을 통합할 수 있다.67)
자기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자기
경계의 외부에 있는 심리적 영역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공감역량이 있어야 한다.68)
이런 측면에서 정신병 환자가 나타내는 성애적 색조를 띤 조적 흥분상태와 거대성의
특성은 ‘성적열정’이라고 할 수 없다.69)
자기애성 성격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대상표상 및 외부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파괴
는 타인과의 친밀한 합일 속으로 초월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을 파괴하며, 그 결과
‘성적열정’에 대한 그들의 역량을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파괴시킨다.70)

V. 커플관계와 초자아의 기능
1. 커플 사이의 초자아의 기능과 성숙
성숙한 성적 사랑은 무엇인가? 성숙한 성적 사랑은 성애적 열망이 특정한 한 사
람과의 관계로 확장된 것인데, 이 관계 속에서 과거의 무의식적인 관계와 커플로서 미
래의 삶을 향한 의식적인 기대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공동의 자아 이상이 활성화된다.
성숙한 성적 사랑이란 성, 정서, 가치의 영역에 책임과 유대감이 있어야 한다.71) 커플
65) 커플에 대한 임상 연구는 그들 관계의 본질이 성교의 빈도와 질에 미치는 중요한 영
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교의 빈도나 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열정’이라는
점이다.
66) O. Kernberg, Ibid., 88-89.
67) 컨버그는 이 예를 Thomas Mann, Magic Mountain(1924)에서 Hans Castorp의
Claudia Chauchat에 대한 감동적인 사랑 고백에서 찾고 있다. O. Kernberg, Ibid., 86.
68) O. Kernberg, Ibid., 86.
69) O. Kernberg, Ibid., 86.
70) O. Kernberg, Ibid.,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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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끼치는 영향은 파트너의 초자아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진다. 병리적인 초자아가
지배적일 때 가학적인 초자아 전조가 상연되고, 커플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다.72) 한쪽 혹은 양쪽 파트너가 덜 성숙한 초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유아적 초자아의
억압된 측면을 투사하는 것은 다른 쪽 파트너가 상대의 비판에 특별히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73)
반면에 성숙한 초자아는 파트너와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커플
의 대상관계를 보호하고 사랑과 헌신을 이끌어낸다.74) 다시 말해 성숙한 초자아는 비
판받은 파트너가 그 공격에 대항하고 극복하며 커플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
다.75) 하지만 한쪽이라도 파트너에게 심한 초자아 병리가 있으면 단순한 투사보다는
투사적 동일시76)가 동원되어 이 방어에 대한 대항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커
플의 평형이 파괴되고 가학적인 초자아 내사물이 관계를 떠맡게 될 수 있다.77) 또한
초자아는 VI 장에서 언급한 ‘성적열정’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 도 있다. 두 파트너에게서 성숙한 초자아 기능은 상대방과 커플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양가성
의 결과 불가피하게 활성화되는 공격성에서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난다.78)
이런 측면에서 초자아 기능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두 파트너의 자아 이상의 건강
한 측면들이 결합되어 공동의 가치 구조를 수립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커플은 각
자 건강한 초자아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바로 공동의 가치 구조 속에서 커
플은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랑과 후회, 용서
혹은 유머로써 공격성을 일정 경계 내에 가둘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뿐 아니라 타인
의 약점과 한계를 참아 내는 것이 관계에 조용히 통합될 수 있다.79)
71) O. Kernberg, Ibid., 43.
72) O. Kernberg, Ibid., 165.
73) O. Kernberg, Ibid., 168.
74) O. Kernberg, Ibid., 165-166.
75) O. Kernberg, Ibid., 168.
76) 컨버그는 투사가 투사적 동일시보다 좀 더 성숙한 기제라고 보았다. 컨버그는 투사적
동일시에서 나타나는 자기-대상 경계의 모호함과 대상 안에 정서적 반응을 강력하게
유발시키는 현상이 좀 더 분화된 상태보다는 공생에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컨버그의 관점에서 투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자기-대상 분화를 시
사한다. Gregory Hamilton, 『대상관계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김진숙, 김창대, 이
지연 공역, (서울: 학지사, 2007), 132.
77) O. Kernberg, op. cit., 168.
78) O. Kernberg, Ibid., 167.
79) O. Kernberg, Ibid.,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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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자아의 기능과 사랑이 발달하고 지속되는 방법으로서의 감사
감사는 모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감사는 아주 이른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발달한다. 특히 컨버그는 초자
아의 기능뿐만 아니라, 커플관계의 사랑이 발달하고 지속되는 방법으로서 감사에 대한
정신분석적 의미를 제시한다.
정상적인 발달에서 전 오이디푸스적 초자아 전조는 원시적 이상화와 박해환상이
그 특징인데, 이것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중화되면서 그 결과 진보된 오이디푸스적 초
자아의 이상화하고 금지하는 모습들의 내재화가 촉진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나타
나는 복합적인 정서의 하나가 감사이다. 감사는 사랑이 발달하고 지속되는 방법의 하
나이다.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은 자아와 초자아 모두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이는 인간
관계의 상호성에 기초가 된다.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에 의하면, 이는 만족을
주는 보호자의 이미지가 외부현실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유아가 기뻐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80)
양가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분리-개별화의 재접근 단계에서 대상항상성(object
constancy) 단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는데 이때도 감사의 역량이 증가된 것이 특징이
다.81) 대상항상성은 대상, 특히 어머니가 곁에 있거나 부재하거나 간에, 또 욕구를 충
족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간에 어머니에 대한 일관된 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82) 자아는 궁극적으로 자기표상의 좋은 면과 나쁜 측면, 대상표상의 좋은 측면
과 나쁜 측면을 통합한다. 전적으로 좋은 대상이미지와 전적으로 나쁜 대상이미지가
합쳐지면, 이를 대상항상성을 발달해 가는 것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전적으로 좋은 자
기이미지와 전적으로 나쁜 자기이미지는 합해져서 정체성이 공고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질적으로는 좋게 볼 수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자질도 있음
을 인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상이 대체로 좋지만 또한 몇 가지 좋지 않은
측면도 갖고 있다고 경험한다. 세상은 더 이상 흑과 백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분
열된 대상관계는 새로운 통합으로 온전한 대상관계(whole object relations)가 된다.83)
이런 식으로 대상항상성을 성취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 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킨다. 죄책감이 감사의 근원은 아니지만, 죄책감은 멜
라니 클라인이 지적한 대로 감사를 강화한다.84) 죄책감은 또한 이상화를 증가시킨다.
80) Melanie Klein, Envy and Gratitude, New York: Basic Books, 1957.
81) O. Kernberg, op. cit., 168.
82) Gregory Hamilton, 『대상관계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공
역, (서울: 학지사, 2007), 84.
83) G. Hamilton, Ibid., 154-155.
84) O. Kernberg, op. cit.,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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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아가 통합되면 무의식적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역량이 발달하는데, 이는 죄책감
의 반동형성으로서, 그리고 죄책감의 직접적 표현으로서 이상화의 발달을 자극한다.
이렇게 초자아가 자극한 이상화는 사랑의 한 요소로서 감사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
다.85)
따라서 커플이 각자 서로를 이상화할 수 있는 역량은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
를 느낄 수 있고 이에 상응하여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은 소망이 깊어지는 데에서 가
장 강하게 표현된다. 오르가즘을 사랑받는 표현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이
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역량을 체험하는 것은 사랑과 주고받음이 시기와 미움에 대해
우위에 있음을 재확인하게 한다.86)
3. 용서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성숙한 초자아
파트너를 용서할 수 있는 역량은 성숙한 초자아의 표시이다. 이는 자기 자신의
공격성과 양가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서 유래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양가성을 받아들이는 역량에서 유래한다. 진실한 용서는 성숙한 도덕성과 자신과 타인
에 대한 착각이 깨지는 데서 오는 고통을 수용하는 것, 신뢰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믿
음, 공격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 후에 재창조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의 표현이다.87) 이런 측면에서 용서는 온전한 대상관계성의 획득에 달려 있다. 정서적
으로 상호 모순적인 두 개의 이미지, 즉 실망시키거나 해를 끼치는 대상의 이미지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용서가 가능해진다.88)
용서는 과정이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용서를 할 때 우리는 힘든
작업을 통해 분노를 줄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상대에게 선을 베풀게 된다.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위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89)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대치’라
는 방어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화가 난 대상이 아닌 아무 잘못이 없는 다른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일종의 ‘대치’이다. 그것은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고통을 ‘전이(transfer)’시키는 것이다. 용서하기 위
85) O. Kernberg, Ibid., 169.
86) O. Kernberg, Ibid., 169.
87) O. Kernberg, Ibid., 173-174.
88) G. Hamilton, op. cit., 158.
89) Robert Enright,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고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용서하는 삶』, 김
광수, 박종효, 오영희, 정성진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4),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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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고통을 전이시켜서도 안 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상대방에게 혹은 상대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당한 부당함을 되갚아 주지 않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용서작업을 위해서 오히려 상대에 대해 측은지심을 느끼고 고군
분투해야 한다.90)
사람들은 인생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수용할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 고통을 직면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결심하는 것은 우리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
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전이’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순진함 혹은 자기애적 거대성에 기반을 둔 용서는 커플 각자의 그리고 함
께하는 삶의 공동 관심을 새롭게 공고화하면서 커플의 삶을 재구성하는데 거의 가치
를 두지 않는다.91)
4. 자기 경계의 초월과 사랑대상과의 하나 됨
프로이트는 결핍 상태와 욕구불만, 그리고 이 두 가지 심리상태가 갓난아기에게
유발하는 불안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했다. 프로이트는 이 같은 결핍 상태에서 사고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언어가 어떻게 이를 표현하며 사고의 구축에 기여하는지 설명해
주는 개념을 추론해냈다. 이른바 ‘프로-다(Fort-Da)'이론이다.92) 한 아이가 실패를 가
지고 논다. 아이는 이따금 실패를 보고, 따라서 실패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므
로 아이는 이를 ‘다(Da)’라고 말한다. ‘여기 있다’는 뜻이다. 아이는 때때로 실패를 숨
긴다. 그러면 실패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아이는 ‘프로(Fort)’라고
말한다. ‘저기 있다’라는 뜻이다. 아이는 같은 놀이를 끝없이 반복한다.93)
프로이트의 관심이 간 것은 빈자리를 채워준 단어 그 자체다. 단어는 ‘저기’, ‘여
기’라는 말을 통해 아이가 대상과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준다. 아이가 ‘저기 있다’고 말
할 때, 이는 실패가 지금은 여기 없지만,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다. 아이
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통해 실패의 존재를 만들어 내며, 부재 대상을 대체하는 단어가
결핍 상태를 잠재운다. 실패는 아이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없어진 대
상이 아니다.94)
90) 안 석, “엔라이트의 용서치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015, vol. 46, 261-292
참조하시오.
91) O. Kernberg, op. cit., 174.
92) S. Hefez, op. cit., 78.
93) S. Hefez, Ibid., 78-79.
94) S. Hefez, Ibid.,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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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사고 또한 본질은 마찬가지다. 그 자리에 없더라도 부재 대상을 마음속으
로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다고 의식하는 것이다. 이름이나 존재에 대한 생각으로 존재
를 대체하면 비록 ‘여기’에 없을지라도 존재가 계속 이어진다. ‘그’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95)
몇 년 뒤 어른이 된 아이는 어른으로 살면서, 특히 연애하는 가운데 결핍에서 오
는 동일한 불안감에 다시 휩싸인다. 결핍 상태에 따른 불안은 어른이 된 아이의 사고
를 작동하는 원동력이다. 아이는 어린 시절 깨우친 바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 혹
은 그녀에 대해 생각하며 빈자리를 채운다. 아이는 자기 방식대로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할 것이며, 이는 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식이나 아
이의 배우자가 하는 방식과도 달라진다. 하여 이는 모든 이들에게 심히 복잡하게 만드
는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96)
신경증적인 내담자와 약한 성격병리를 가진 내담자는 정신분석과 심리치료가 성
공해서 무의식적으로 지배적인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해결하면 지속적인 사랑관계 역
량이 발달된다.97)
사랑한다는 것은 애도과정을 나타낸다. 즉, 아동기의 실제대상을 떠나 성장하고
도립적인 되는 것이다. 이 분리과정에서 또한 과거의 내재화된 대상과의 좋은 관계를
재확인하게 된다. 이제 사랑과 성적인 만족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역량, 즉 두
사람의 성장을 촉진하는 상화작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사랑과
성이 갈등되는 아동기와는 다르다.98)
이 발달단계에 도달하면 사랑에 빠진 것을 안정된 사랑관계로 전환시키는 역량이
발달하게 된다. 이것은 초기의 발달 수준보다 좀 더 분화된 다정함, 관심, 이상화 역량
이 생기고 사랑대상을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것을 나타낸다. 이제
다정함은 충분한 성적 만족으로 확장되고 관심은 충분한 성적 동일시와 공감을 통해
서 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상화는 이상에 대한 성숙한 헌신이 된다. 이러한 이상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여인이 나타내는 것에 의해, 또는 하나가 된 커플이 미래
에 될 수 있는 것에 의해 표상될 수 있다.99)
자기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주관적 초월경험의 기초가 된다. 자기경계와 대상경
계가 해체된 정신병적 동일시는 열정의 역량을 방해한다. 그러나 초월은 자신을 상실
하는 위험과 위협적인 공격성에 직면해야 하는 위험을 함의하기 때문에, 열정은 정신
병적 합일에서의 공격성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100)
95) S. Hefez, Ibid., 79.
96) S. Hefez, Ibid., 80.
97) O. Kernberg, op. cit., 107.
98) O. Kernberg, Ibid., 107.
99) O. Kernberg, Ibid.,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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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만(H. Hartmann)은 대상항상성에 수반되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의 향상을
중성화(neutralization)라 명명했다.101) 해밀튼(Gregory Hamilton)은 이를 ‘통합’이라고
부르길 선호한다. 온전한 대상관계의 발달에 수반되는 통합은 위험한 충동을 상쇄하는
균형 잡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새로운 원천으로 이끈다.102) 이는 멜
라니 클라인 (Melanie Klein)이 제시한 좋고 나쁜 자기 세계와 대상세계가 합쳐지는
상태인 ‘우울적 자리(the depressive position)’와도 같다. 또한 말러(Margaret Mahler)
가 표현한 통합과 온전한 대상관계의 발달, 또는 코헛(Heinz Kohut)이 제안한 ‘응집된
자기’의 형성 과정과도 같다. 사랑대상과의 동일시 속에서 자기 경계를 초월하면서도
그 경계 속에 머무는 것은 흥분시키고 감동을 주지만 고통스러운 사랑의 조건이다. 사
랑은 상대방이 자유를 가진 존재임103) 을 드러내줄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열정적 사랑의 조합 속에는 본질적인 모순이 있다. 한편으로는 해체될 수 없는
개인의 분리성에 대한 불변하는 자각과 굳건한 자기경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
랑대상과 하나 되는 느낌과 초월감이 있는 것이다. 분리성은 외로움, 관계에 대한 동
경 그리고 관계의 깨지기 쉬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결된다. 커플의 합일 속에서 초월
은 세상과 하나 되는 느낌, 영속감, 새로운 창조의 느낌을 유발한다. 외로움은 초월의
전제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104) 이처럼 상호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인정하고 견뎌내는
능력이 온전한 대상관계라 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지적한 대로, 성숙한 성적 관계는 리비도나 애정 뿐 아니라 일정량의
공격성을 요구한다. 만약 사랑의 갈망뿐만 아니라 최소한 약간의 공격적 추구가 없다
면 어떤 황홀함도 열정적인 결합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온전한 대상관계의 발달을
이루는 것은 이처럼 상반된 것을 의미있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다.105) 왜냐하면 불
행의 한 가운데서 일말의 선을 기억하는 통합은 사람의 마음을 강철같이 단단하게 하
여 불가능해 보이는 인내로 버틸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106)

100) O. Kernberg, Ibid., 83.
101) G. Hamilton, op. cit., 159.
102) G. Hamilton, Ibid., 159.
103) O. Kernberg, op. cit., 84. 이전에 억제되고 강박적이던 남성 내담자가 정신분석 치
료를 받은 후 낭만적 갈망이 발달되고 성적 열정의 경험 역량이 성숙한 컨버그가 제시
하고 있는 임상사례를 참조하시오. O. Kernberg, Ibid., 84-85.
104) O. Kernberg, Ibid., 83.
105) G. Hamilton, op. cit., 162.
106) G. Hamilton, Ibid.,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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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2-C-1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치유상담”에 대한 논찬
김 홍 근 박사
(한세대학교)

안석 교수의 논문은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주제인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내용이
다. 공격성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중요한 정서로 드러난다. 사랑과 공격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즉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에 해당하는 감정이기에 특히 친밀한 커플관
계에서 매우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사랑과 공격성을 커플관계의 감정
적 양가성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프로이트와 컨버그의 관점에서 사랑이 어떻
게 공격성을 중화하고 통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안석 교수는 커플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먼저 투사적 동일시를 언급했다. 투사적
동일시는 애정과 애착의 기반이다. 연인은 그들이 사랑을 준다는 말을 하곤 한다. 연
인은 자기 자신과 마음을 서로에게 준다. 자신의 사랑스러운 면이 실제로 상대방 안에
있다고 상상하고 상대방 속에 있는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커플이 시작된다.
본능과 추동 그리고 커플 안에서의 사랑과 공격성에서는 프로이트의 본능과 추동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랑의 본능과 추동과 마찬가지로 공격성도 생애 초
기에 시작하여 발달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양가적 감정인 공격성이 항상 존재한다. 사
랑과 공격성이 커플관계에서 많이 드러나는 이유는 본능에서 나온 유아기의 무의식적
경험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유아는 어머니가 떠나면, 강한 분노와 갈망을 보인다. 이는
아마도 어머니가 유아를 좌절시킬 때 유아가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클라인의 이론에서 사랑과 공격성이라는 양가성의 출현은 어떤
측면에서는 건강한 정신화의 결과물이다. 즉,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의 쌍방
적 관계(P.S ↔ D)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집분열적 자리에 고착된 사람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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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죽음본능은 철저히 사랑의 본능, 즉 삶에 대한 희망을 골
라서 공격하여 파괴하는 시기심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안석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첨가하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시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에 있어서는 라깡학파의 외상성 주이상스의 시
간적 반복이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연구하면 확장된 논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외상성
주이상스의 시간적 반복, 즉 수평적 반복은 공간적 반복, 즉 수직적 반복과 연결된다.
외상이 너무나 강력하여 폐제되고 억압된 주이상스는 성인의 몸에서 시간을 두고 드
러나기를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 다른 증세로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 그리고 그 양태
는 대부분 가피학적인 공격성이다.
IV장, 커플관계의 성숙한 사랑과 ‘성적 열정’에서는 커플관계의 성숙한 사랑을 위
한 성적 열정의 정신분석적 의미, 상대와의 합일로서의 성적 열정, 사랑관계의 영속성
으로서의 성적 열정, 사랑과 공격성의 통합으로서의 성적 열정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성숙한 사랑에 따르는 성적 열정의 중요성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V장, 커플
관계와 초자아의 기능에서는 커플 사이의 초자아의 기능과 성숙, 초자아의 기능과 사
랑이 발달하고 지속되는 방법으로서의 감사, 용서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성숙한 초자
아, 자기 경계의 초월과 사랑대상과의 하나 됨을 서술하였다. 매우 새롭고도 심층적이
며, 글 전개가 좋다. 논찬자는 여기에다가 기독교 영성적 측면이 첨가되면 정신분석학
을 넘어서기에 더 가치있는 논문이 될 것이라 여긴다.
아직 미완성된 논문의 한계성이 있어서이지만, 오토 컨버그의 「사랑과 공격성」
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만을 나열하였는데 정작 안석 교수님의 개인적 견
해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논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아이디어 즉, 편집분열적 자리에서의 죽음본능 에너지는 철저히 사랑의 본능,
삶에 대한 희망을 골라서 공격하여 파괴하는 시기심의 양상을 포함하는 것과 라깡의
외상성 주이상스의 시간적 반복 개념과 커플관계의 초자아 기능에서 기독교 영성적인
측면에서 연합과 일치를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권면한다.
학회의 발전을 위해 좋은 논문을 우리에게 선물한 안석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장차 완성된 논문으로 등재지에 게재되어 다시 이 논문을 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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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2-C-2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치유상담”에 대한 논찬
장 정 은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 실천신학 / 목회상담)
안석 교수의 본 논문은 최근 데이트 폭력과 나아가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행 및 살인 사건을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정신분석이 그 초기부터 정교하게 개념화시킨 사랑과 공격성의
욕동과 그 변화, 그리고 리비도적 대상관계에서 그것이 빚어내는 양가성의 개념만큼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격적인 행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개념은
없을 것이다. 안석 교수는 사랑과 공격성, 그리고 그 양가성이 가진 정신분석적 함축
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치료적 개입에 적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서, 오늘날 사랑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조망하고 성숙한 사랑을 위한
컨버그의 ‘성적열정’개념을 제시한다. 나아가, 성숙한 초자아의 형성이 보다 성숙한 사
랑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프로이트의 고전 정신분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심 단어는 갈등이다. 고전 정신분
석이 주로 다루는 신경증은 인간 마음 세계의 갈등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이 갈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프로이트의 후기 구조모델에 따르면, 자아는 세 부류의 폭군
들의 요구들을 중재하고 조율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것들은 이드, 초자아, 그
리고 외부 현실이다. 여기서 초자아는 외부 세계가 정신세계에 내면화된 형태로 볼 수
있기에, 결국 이 갈등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이드와, 그리고 외부현실 사이의
갈등으로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프로이트가 원했던 갈등 양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프로이트의 욕동
심리학에서의 갈등은 이미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태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프로이
- 177 -

트의 욕동이론의 변천 과정을 보게 되면, 초기 이중욕동이론, 곧 자기보존욕동과 성적
욕동 이론은 이미 둘 사이에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물론 이런 욕동이론은 이후 일차
적 자기애 단계의 도입으로 인해 성적욕동만 존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이
초기의 구조는 후기에 다시 살아나서, 에로스와 타나토스, 곧 생명의 욕동과 죽음의
욕동이라는 이중 욕동이론이 프로이트 이론에 재차 등장한다.
사랑과 공격성으로 묘사될 수 있는 이중욕동이론은 갈등을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며, 인간이 태생적으로 신경증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이중욕동이
론은 결국 대상의 양가성의 기원을 이루게 된다. 성적욕동의 만족을 주는 대상을 향한
공격적 욕동의 집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신분석은 묘사된다. 리비도의 대상
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런 사랑과 증오의 드라마는 이미 초기 아동기에 시작되고 있
으며, 그것은 인간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양가성은 선천적이고 태생적인 측면을 형성하는 사랑과 공격성의 욕동에
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통합이 성숙의 관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흔히들
이야기하듯, 본성의 제거나 회피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런 태생적 조건
에 비춰보면 이해된다. 그렇기에 안석 교수는 논문 후반부에서 그 두 대립된 욕동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어려운 정신분석적 양가성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욕동의 분
열이 아닌 통합에 대한 다양한 정신분석적 개입과 상담관계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첨
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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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A
발표자: 김광석 박사(장신대)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에 관한 연구”
좌장: 최진봉 박사(장신대)
논찬1: 김양일 박사(영남신대)
논찬2: 김지혁 박사(실천신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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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A 발표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에 관한 연구
김 광 석 박사

(장로회 신학대학교 / 예배설교학)

I. 들어가는 말
“설교는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도구이다.”1)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
이기도하며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한 말씀이기도하다. 즉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고 침투하며 역사를 만들어 가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몰트만
의 주된 관심인 ‘하나님의 오심’ 즉 세상을 향하여 침투하는 하나님은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다. 설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침투하는 사건이며,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의 설교란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
는 ‘계시의 현실성’이다.2) 여기에서 세상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사랑하신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현장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세상의 현실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세상은 우리와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계시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며, 하나님의 현
실과 세상의 현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안의 현실의 한 영역만이 존재한
다.”3)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
1) Dietrich Ritschl, A Theology of Proclamation (Richmond Virginia: John Knox Press,
1960), 143.
2) Dietrich Bonhoeffer, Vorlesung “Christologie,” 유석성 역, 『그리스도론』 (서울: 대
한기독교서회, 2010), 3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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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임적 실존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교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적인
영역과 소통하고 실존적 현장과 만나는 것이어야 한다.
설교가 가지는 계시의 구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와 연결되고 역사의
한 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설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예언
자적이며, 변혁적이며 메타포적인 특징을 통하여 구체적인 현실, 즉 공적인 영역에 선
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할 때 설교가 가지는 힘은 우리의 현실영역인 공적 영역에
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공적영역의 경계선에 서있는 설교가 가져
야 할 특징들을 논하고자 한다.

II. 예언자성: 경계선에 서있는 설교
1. 설교자의 자리: 경계선과의 마주함
예수 시대의 유대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탄압과 착취, 그리고 억압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었으며, 종교적으로는 로마와 결탁한 유대교의 타락과
‘거룩의 정치학’, 즉 안식일과 율법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다.4) 즉 정치와 종교적 지
배계급의 체제 아래서 해방을 선물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자리를 잡았다. 예수
의 사역은 세상의 지배체계와 억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는 카리스마적
인 선지자로서 군대귀신을 쫒아내고, 로마에 정치적 저항의 메타포를 보여준다. 그는
사랑과자비의 구원자로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하셨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가지심으로 유대교의 율법과 종교시스템에 저항하셨다. 예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에 집중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인간의 실존의 구원에 관
3) Dietrich Bonhoeffer, Ethics (New York: Fortress Press, 1996), 58.
4) 이 시대는 로마통치 아래서 ‘이중과세’ 즉 로마에 바치는 세금과 종교에 바치는 십일조
가 동시에 청구 되었다. 로마의 통치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국면 즉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삶에 위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경제적인 충격으로 인해 그 위기는 팔레스타인
촌구석 가장 작은 마을 까지 찾아왔다. 다른 측면에서 ‘거룩의 정치학’으로서 이스라엘
의 에토스 즉 삶의 방식이 되었다. 더욱이 사람들은 거룩을 매우 특별한 방식, 즉 분리
됨으로 이해했다.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서 분리됨을 뜻했다.
유대의 사회적 세계와 그 인습적 지혜는 분리로서의 거룩이 지닌 양극성(정결-부정,
순결-더러움, 성스러운 것-속된 것, 유대인-이방인, 의인-죄인)을 중심으로 구성 되었
다. Marcus J. Borg, Jesus: A New Vision: Spirit, Culture and the Life of
Discipleship, 김기석 역, 『예수 새로 보기-영, 문화 그리고 제자 됨』 (서울: 한국 신
학 연구소, 2000), 123-24쪽.
- 182 -

한 것과 구조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 두 가
지가 통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하는 설교는 어떤 것인가? 설교는 하늘의 사
건을 전달하는 것이며, ‘메시아의 향연’에 초청하는 것이다. 복음은 세상의 억압과 고
통 속에서 절망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다. 즉 ‘메시아
향연’으로서 하늘의 사건을 보여주고 초대하는 것이다. 메시아의 향연은 구조적으로
개방성을 가진다. 예수의 식탁 공동체가 보여주듯이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자, 여성, 그
리고 이방인까지도 함께 하는 먹음의 자리였다.5) 설교는 하늘의 사건이다. 이것은 가
장 먼저 초청에서 시작된다. 이 초대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이며,
저항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할 때 하늘의 사건이 지금 현재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김운용은 하늘의 사건인 ‘메시아 향연으로서 설교’의 특징을 다
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첫째로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나아가던 길에서 돌이켜 은혜의 부름으로 나
아가는 응답과 돌이킴을 요청 받는다. 두 번째 특성은 종말론적인 ‘기대’속에서 행해진
다는 점이다. 설교는 종말론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대와 간구로 시작되고 종결된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이다. 세 번째는 ‘회상’이다. 회상
은 기독교 예전에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가운데 있는 공동체적인 교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로 설교는 세상 속에로의 ‘참여’를 강조한다. 말씀
과 성례전을 통하여 향연을 맛본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공동체로
그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6)
설교는 하늘의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다. 설교는 이 세상의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며, 대안적인 가치관과 공동체를 선포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경계선에 서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
상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예수의
대안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7) 설교는 하늘과 세상의 중간에
서 있으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설교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며 전달이며, 단순한 본문 해석이 아니라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
5) Laurence Hull Stookey, Eucharist. 김순환 역.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
가?: 교회와 함께 여는 잔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5쪽.
6)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5), 193-95쪽.
7) Charles L. Campbell, Preaching Jesus, 이승진 역, 『프리칭 예수: 한스 프라이의 탈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설교학의 새 지평』 (서울: 기독교 문서회, 2001),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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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설교는 “다리 놓기”(bridge-building)
이다.8) 우리의 일이란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가 성경으로부터 흘러 나와 오늘날 사람
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9)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설교의 자
리는 “세상을 향하여 경계선에 서있는 설교이며, 교회안과 교회 밖에서의 설교”이
다.10)
그러므로 설교는 세상의 문화와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구조의 문제와 연결된다. 설교의 영역은 이제 개인의 문
제가 아니라 세상과 타자,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통합되는 영역으로 자리 매김한
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사회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
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연결되
는 것이다.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전역에 관련된 현실의 문제에 발을 내
딛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11) 설교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현
실에 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설교는 계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상
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언자적인 요소
를 가지게 된다.12)
8) 존 스토트는 1980년의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성격적 계시와 시대정신을 어떻게 연결시
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만의 독특한 방식인 다리 놓기(bridge-building)를 제안한
다. 이것은 설교자들을 향한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어떻게 문화적 다리 놓기를 진
행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다. 그렇다면 다리 놓기에서 특별히 시대가 요청하는 문화
적인 부분에서의 연결점은 무엇인가? 그는 먼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다리 놓기를 통
하여 증명하고자 한다. 예수의 성육신 사건은 다리 놓기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같아지는 하나님의 다리 놓기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실에 대한 인식을 중요한 자리로 끌어온다. 우리는 회중들을 실체적인 문제들을 가진
현실적인 사람들로서 다루어야 한다. 설교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애쓰
며, 그들이 살고, 사랑하며, 일하고, 놀며, 울고, 웃으며, 버둥거리고, 고통을 당하며, 나
이 들어서 죽는 현실 세계 속에 다리를 놓자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다리 놓기의 중
요성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청중의 문제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즉 세계를 이해하고 청중의 삶의 자리의 아픔을 들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상황에 대면한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를 할 때 청중
들은 설교에 집중 된다. 회중이 삶을 들음으로서 다양한 설교신학과 형태가 만들어진
다. John R. W. Stott, Between Two Worlds, 정상구 역, 『현대교회와 설교』 (서울:
생명의 샘, 2002), 166쪽.
9)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67쪽.
10) David Buttrick, A Captive Voice: the Liberation of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4), 37.
11)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75-77쪽.
12)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며, 이 세상을 향한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주께서 오늘 도 말
씀하기 원하는 바를 증거 하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때, 설교는 그 지향
점이 개인적이며 또한 사회적이다. 여기에서 개인적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
는 개인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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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의 설교의 방향성은 개인의 실존의 문제에서 아픔과 고통,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로 서야한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와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
고, 사회적 구조 안에 문화와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대안 공동체의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세
상의 지배 권력과 억압된 현실, 풍요, 억압적 사회체제, 정적인 종교(내재적 종교), 다
원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던시대에 지배체제와 권력 앞에서 교회의 정체성
의 위기와 세상 문화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13) 하나
님은 하나님 없는 시대에 아픔을 간직하는 분이며, 현실의 아픔과 절망, 거룩한 종교
의 정치학으로 고통당하는 세상과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
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부재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선포하고, 변형된 정치와
지배체제, 거룩한 종교학으로 인한 억압을 드러낼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을 찾으
신다.
우리의 설교는 시대적 아픔 앞에서 애통하며, 아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된다. 삶의 아픔과 절망 앞에서 애통 하는 것, 삶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삶의 자리를 드러내는 예언자적 설교의 시작은 바
로 ‘애통’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에토스를 선포하는 것이며, 하
나님의 애통을 세상 가운데 긴급하게 전달하는 예언자를 원한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불합리함은 드러내고, 아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된다.14)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시대를 향한 외침으
로서 설교는 “하나님의 메가폰”(Megaphone)이다.15)
설교는 하나님의 긴급한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것이다. 설교
다. 사회적이라 함은 설교가 어는 특정한 사회와 문화 상황(context) 속에서 행해지며,
말씀을 듣는 회중들과 그들이 몸담고 있는 문화와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현해 간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설교는
개인의 삶과 그 사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도와 교회, 그리고 사
회 속에 직접적인 예언적 개입이 일어나는 기본적 수단이다. 위의 책, 207쪽.
13) Jürgen Moltmann, Theologle der Hoffnung, 이신건 역, 『희망의 신학: 그리스도교
적 종말론의 근거와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28-49쪽을 참
조하라.
14)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1), 11.
15) 설교자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크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설교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새롭게 세우며, 세상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존재이다. 이렇
게 설교는 언제나 사회적 차원을 가진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하며, 오늘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고, 하
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의 세계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설교는 예언자적 기능을
가진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기도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삶의 변혁과 사회적 변화를 그 목표로 한다.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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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지배문화와 체제의 불법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폭로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설교자를 원한다. 이러한 사
람은 예언자적 상상력을 통하여 “대안”과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 가운데 제시한다. 제
시된 대안의식은 지배체제와 억압을 불법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
대안의식을 소유한 공동체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자신을 다시금 예언자로, 상
상력을 불어 넣는 자로 세상에 나아간다.16) 즉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
여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다.
설교가 ‘무언가 다른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성경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복음의 하
나님과 관련시켜 현실을 다시 묘사한다는 특징이며, 모든 지배적인 현실관을 뒤집어
놓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17) 즉 텍스트의 삶의 자리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현재의 삶
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예언자적 상상력을 통하여 세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는
그 공동체의 신앙 전통과 텍스트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18)
설교는 세상의 도덕주의나 문화주의, 그리고 소비자 중심에 응답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와 회중에게 위탁된 텍스트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는 기
존의 현실관을 뒤집는 해석이다.”19) 그렇기에 이 작업은 ‘낯설고 새로운 일’이다. 설교
자는 예언자의 사명을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설교는 현실의 이미지를 바꾸는 행위”
이다.20) 즉 대안적 상상력과 이미지를 통하여 현실 가운데 새로운 대안 공동체를 보
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텍스트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
안을 제시하여야한다.21) 세상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대안 공동체를 외치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다. 예언자는 다시금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경계인으로 선다. 하나님
의 에토스를 품고, 세상의 파토스를 향하여, 하나님의 애통과 사랑을 선포해야 한다.
16) 브루그만에게 성숙한 대안 의식은 지배 의식을 해체 할(dismantling) 목적으로 “비판”
을 행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안 의식을 자유자들의 해온 일 곧 현존하는 질서를 거
부하고 불법성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다른 한편 성숙한 대안 의식을 신앙 공동체가
나아갈 다른 시대와 상황을 약속해 줌으로서 개인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일을 한
다.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3.
17) Walter Brueggeman, The Word Militant, 홍병룡 역,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46-47쪽.
18) 구약의 선지자 전통에 충실하고 신약의 사도의 전통에 충실하며 일반적으로 성경의
전통에 충실한 설교란 특정 상황과 연관 시켜 시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텍스트에 근
거하여 여호와와 관련시켜 이 세계를 다시 묘사하는 것이다. 텍스트에 근거한 설교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묘사하고,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는 방향으로, 절망하
지 않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위의 책, 47쪽.
19) 위의 책, 19쪽.
20) 위의 책, 53쪽.
21) 브루그만은 오늘날 복음적 설교는 새로운 문화적 인식론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제하
고 15가지 논제를 소개한다. 위의 책, 55-77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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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예언자로서 세상 가운데 가기를 원한다.
2. 경계선의 공간: 십자가로 돌아감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예언자의 삶은 긴박함과 절박함 속에서의 고발과 위협, 변
화를 요청하는 메시지와 상징적 행위를 볼 수 있다. 예언자는 백성들의 죄악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였다. 그것은 맘몬과 우상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에 젖어 하나님
을 잊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22)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 없
이 살아가려는 시대에 예언자들의 선포는 긴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예
언자들의 관심은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회복 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공동체에 주어진 현 상태의 삶
의 자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역사의 방향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의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23) 이러한 예언자적 경향은 예수운동과 메시지의 특징에서도
잘 드러난다.24) 예수운동의 메시지의 특징은 새로운 삶으로의 부름이었다. 인습적인
문화의 통치를 버리고, 좁은 길 즉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이 대
22) 예언자적 긴급성은 두 왕국의 멸망 이전에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는 삼중적 양식, 즉 고발, 위협, 변화의 요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
나님의 사자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 했으
며(고발), 파멸로 귀착 할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해 경고했고(위협), 백성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킬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유형들은 예언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언술 유
형인 “위협신탁”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 전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만일
이스라엘이 “주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걷는 길로 말미암아 역사적 파국
을 맞이하리라는 것이다. Marcus J. Borg, 『예수 새로 보기-영, 문화 그리고 제자
됨』, 207-08쪽.
23)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예언자들의 관심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 그대로 정치적
이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인간 공동체를 틀 짓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네 문화가 충성을 바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과 가치를 비판 했으며, 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했다. 문화에 대한 비판자로서 그리고 다른 길의 옹호자로서 그
들은 자기 백성의 집단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졌는데 현 상태는 물론이고 역사적인 방
향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들의 관심은 영과 문화, 하나님과 역사를 연결하는 것이었다.
위의 책, 241-42쪽.
24) 예수의 운동과 메시지는 당시의 사회적 세계에 길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에도 불
구하고 기쁨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부름이었다. 예수의 청중들 앞
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다. 한편에는 인습적인 지혜와 그것에 충성하는 넓은 길이 있
었고, 다른 편에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이르는 변혁의 좁은 길이 있었다. 넓은 길은
파멸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두 길에 대한 메시지는 예언자, 현자 갱신운동의
창시자인 예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중심이었던 예수살렘으로의 최후의 여
행, 그의 삶의 절정을 이루게 될 여행을 떠나도록 했다. 위의 책,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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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 삶의 방식이 그를 십자가를 선택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게 했다.
청년 예수가 선포하고 가려고 했던 대안 공동체의 상상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
리에게 특별히 설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오늘
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고대
근동의 예언자가 살던 시대와 다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설교는
‘대담한 행위’이다.25) 왜냐하면 설교자가 일어서서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무언가 ‘새
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설교가 가지는 대담한 행위로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어떤 회중은 설교자 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가운데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서 아예 경청하지 않는다. 둘째 성경에 충실
한 설교는 위험한 행위이다. 어디에나 설교 이전에 존재하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
는 세력이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 스스로를 위험
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정기적 설교자는 설교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노출 시킬 수밖에 없다. 마땅히 설교해야할 내용은 회중 가운데 존재하는 이념
적인 열정과 상반되고 회중의 안팎에서 감시를 수행하는 기득권과 충돌하며 설교자의
자의식과 상충되는 일종의 대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설교가 모든 면에서 위
험한 행위인 까닭은 단지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우리의 이익, 개인적인 부족함을 반영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설파하기 때문이다.26)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설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연약함과 난처한 상황 가
운데 설교자의 소명 의식 이면에는 교회라는 실체, 곧 설교로 말미암아 주의가 환기되
고, 유지되는 대안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곤경과 포로 된 상태의 인간의 상
황 속에서 두려움과 희망을 반반씩 품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 닥친 무서운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고, 절박한 희망
을 품고 찾아오는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27)
그러므로 ‘대담한 행위’로서 설교는 예배 공동체를 향하여 십자가를 선포하여야
한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언자성을 상실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금 예언자
의 길을 가도록 십자가를 선포해야 한다. 예언자적 상상력의 절정은 십자가를 선택하
는 것이다.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은 예언자적 상상력은 능력을 상실한다. 예언자적 상
상력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각인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다. 세상의
25) Walter Brueggeman,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19쪽.
26) 위의 책, 19-20쪽.
27) 위의 책, 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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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거리요 아픔인 십자가로 언제든지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활성화된 상상력이 무디
어지고, 세상에 적응된 문화로 고착화 될 때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28) 이것
이 바로 예언자적 상상력을 소유한 존재로서의 삶이다. 우리는 옛 시대의 모든 것을
파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십자가의 능력
으로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리석음의 극치요, 어릿광대의 놀이로서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웃어버리게 만든다. 바보 예수그리스도 그가 선택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웃게 만든다.
십자가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으로 지배와 폭력과 죽음의 권세에 도전했
던 예수의 방식을 상기시키는 훼방(interruption)이었다.29) 십자가는 구시대를 멸망시
키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 요구되는 경계성의 공간을 창조한다.
바울이 십자가의 미련함과 설교의 미련함을 강조한 것은 우연이 아닌 복음의 핵심이
다. 훼방과 경계성, 지각력과 분별력이야 말로 바보가 하는 일의(바보놀이) 중심이기
때문이다.30) 하나님의 바보놀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해체시키며, 심지어 예언자적 상
상력과 대안 공동체성도 웃음거리로 만드신다.

III. 변혁성: 세상의 저항으로서 설교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의 특징은 변혁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 변혁
성은 지금까지 설교의 축으로 이해되어 왔던 “설교자와 청중, 그리고 하나님의 축에서
설교의 실천을 위한 세상 통치자와 권세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31)으로 시작한
다. 여기에서 지배체제란 성서적으로 파라오의 왕권의식에 사로잡힌 이집트 제국과 솔
로몬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포로로 잡은 종교”이며, 억압적인 사회정책, 풍요와 계
28)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옛 의식의 종말을 의미하며, 그런 까닭에 십
자가는 예언자적 비판을 나타내는 궁극적 은유다. 옛 시대의 권력을 파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하나님의 자유의 종교)와 정의(나눔의 경제)와 권세(정
의의 정치)다. 십자가가 없다면 예언자적 상상력은 자기가 비판하는 대상과 마찬가지
로 귀에 거슬리고 파괴된 것이 되어 버린다. 예언자적 비판이 방관자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끌어안고 죽음 속으로 뛰어들고, 나아가 비판당하는 사람의 고
통을 이해하는 사람의 의해 올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99.
29) Charles L. Campbell, Johan H. Cilliers, Preaching Fools: The Gospel as a Rhetoric
of Folly, 김대진 역, 『하나님의 어릿광대-복음의 어리석음과 설교의 아이러니』 (서
울: 기독교 문서회, 2014), 69쪽.
30) 위의 책, 74쪽.
31) Charles L. Campbell, The Word before the Power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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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사회를 말한다.32) 또 다른 표현으로 지배적인 현실해석 판이며, 곧 폭력의 내러
티브이다.33) 세상 통치자와 권세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한
다.34)
설교는 이러한 지배체제, 왕권의식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35)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체제에 저항 하셨다. 그는 비폭
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배체제가 추구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샬롬”의 정신
을 보여주셨다.36)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앞에서 수행해야 할 ‘윤리적 선택으로서 설교’
가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 “설교는 억압과 폭력적인 세상 통치자
와 권세 앞에서 비폭력적 대안인 평화의 삶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침묵을 깨뜨
리는 것으로서 저항을 보여주는 것”37)이다. 이러한 설교는 폭력의 악순환 구조를 깨뜨
리고, 세상 권세에 저항한다.38)
세상을 향한 저항으로서 예수의 선택은 설교라는 언어적 행위를 기본구조로 한
다. 그의 설교는 폭력과 억압 지배구조에 저항을 전제로 한다. 즉 설교는 자신의 방식
과 폭력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비폭력을 전제로 세상에 저항하는 반문화적인 행위
이며 낯선 행위가 된다. 예수는 자신의 무력함을 통하여 세상의 통치자들과 맞서 저항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다.39) 십자가의 무능함이 세상의 권세에 맞서는 새로운 삶이 되
32)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18, 30.
33) 설교자는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상부 해석판을 거부하고, 하부 해석판을 이야기하는
존재이다. 하부 해석판은 상부 해석판과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Walter. Brueggeman,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301쪽.
34) 캠벨은 “세상 통치자와 권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문학, 건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서 그 힘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위의 책, 12. 또한
그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의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한다. 캠밸은 9가지
로 설명한다. 부정적인 처벌, 보상과 약속, 고립과 분열, 무력감, 전환, 공적제의, 감시,
언어와 이미지, 비밀의 전략을 통하여 지배체제를 강화한다. Charles L. Campbell, The
Word before the Powers, 33-43.
35) Walter Brueggeman,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301-04쪽.
36) 예수는 지배 권력의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배 체제에 저
항하셨다. 예수는 설교와 죄인들과의 식탁교제, 그리고 축귀와 치유사역으로 어둠의 세
력에 저항하셨다. 그러나 지배체제의 폭력 앞에서 비폭력적 죽음으로 저항하신 강력한
사건은 그가 선택한 십자가 사건이었다.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최고의 무기였다.
Charles L. Campbell, The Word before the Powers, 48-65.
37) 위의 책, 74.
38) 설교는 권세자에 대한 복종의 방식이 아니라 ‘저항’의 방식이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복종과 폭력의 방식을 피하시고, 능동적으로 권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며,
동시에 세상에 지배하는 “폭력의 악순환 구조”를 깨뜨리며, 저항과 새롭게 함을 위한
공간을 창조한다. 위의 책, 75.
39) 캠밸은 설교는 바보와 어리석은 행위로 본다. 설교는 십자가 아래서 볼 때 어리석음
이다. 십자가의 렌즈로 본 복음의 어리석음은 단순히 희극적일뿐 아니라, 상당히 파괴
적이고, 불 안정적이다. 십자가의 미련함은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들을 저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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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예수의 이야기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잃어버렸던 예수의 내러티브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과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세우기가
전제 되어야 한다.40) 그렇다면 윤리적인 설교로서 재인식되어야 할 예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예수의 저항과 폭로, 그리고 해방의 내러티브는 윤리적 설교에서 중심 주제
로 자리 잡는다.41) 이 설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설교는 구속의 말씀 -권
세 자들에게 포로 됨으로부터 교회를 해방 시키는 말씀-을 선포하고, 둘째, 설교는 저
항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42) 설교는 윤리적 실천 행위인 저항으로서
비폭력 저항의 공동체를 세운다. 기존의 체계와 프로그램에 저항하고 맞서는 대안 공
동체를 보여주어야 한다.43) 이 대안 공동체는 설교라는 언어의 행위를 통하여 세상의
권세를 폭로하고 죽음의 세력을 폭로하는 존재가 된다.
대안 공동체로서 저항의 공동체인 교회는 ‘폭로와 비전 제시’라는 두 형태를 취하
게 된다. 구속적 설교는 교회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저항하는 원리와 능력으로 죽음
의 권세에 대한 폭로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비전 제시를 하는 존재가 된다.44) 폭로
는 직접적인 화법, 회상, 드라마틱 이미지, 급진적 순간(radicalizing moment), 풍자로
서 세상권세를 드러낸다.45) 폭로만 존재하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고통 가운
데 다시금 세상의 권세와 억압 앞에 무릎 끓게 만든다. 그러므로 폭로와 비전 제시는
상호 공존해야 한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폭로하는 것이며,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하는 ‘과장된 상상력’(hyperbolic imagination)으로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여는 것이다.46) 이러한 비전 제시의 방법은 새로운 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권세를 향해 도전한다. 그것은 유머와 웃음과 마찬가지로 눈물과 비탄을 포함한다. 복
음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시스템과 안전망을 가로막고, 그 결과 설교자들과 교회를 중
간 경계성의 장소 즉 바보들의 집이 세워지는 곳, 신학이 비고착화 되는 곳, 그리고 정
체성이 새롭게 변화 되는 곳으로 부른다. Charles L. Campbell, Johan H. Cilliers, 『하
나님의 어릿광대-복음의 어리석음과 설교의 아이러니』, 38쪽.
40) Charles L. Campbell, 『프리칭 예수』, 346쪽.
41) Charles L. Campbell, The Word before the Powers, 90.
42) 위의 책, 90-92.
43)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117.
44) 위의 책, 105.
45) Charles L. Campbell, The Word before the Powers, 107-19; 캠밸은 십자가는 계급
사회에 도전하는 자를 벌하는 희극과 비극이 복잡하게 얽힌 기괴한 패러디이며, “가짜
왕위”와 즉위식이다. 십자가는 코미디요, 저속한 희롱이었다. 예수는 전형적인 바보의
상징인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러한 상징 행위(정치 풍자극)를 통하
여 지배 계급과 시스템에 저항하셨다. Charles L. Campbell, Johan H. Cilliers, 『하나
님의 어릿광대-복음의 어리석음과 설교의 아이러니』, 78-80쪽.
46)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117; 몰트만은 예언자들과 사도들
의 미래 비전들이 양식상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첫째, 현재의 부정적인
- 191 -

“예언자적 활성화”(prophetic energizing)이다.47) 세상의 가치 제계와 문화, 억압과 죽
음의 통치를 마주하는 설교는 ‘폭로와 비전 제시’라는 양 날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설교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
이고, 그들에게 어둠을 직시하고, 그 앞에서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인간이
소유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실천할 것이 무
엇인지를 설교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것을 재 진술하기로서 예배는 저항의 행위이며, “공적영역”에
서 예전적인 저항보다 급진적인 행위로서 공적 축귀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폭로하
고, 희망의 덕을 통하여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재 진술하기로서 청지기직은
교회가 맘몬으로부터의 해방과 저항을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응성에 대해 폭
로하기이다. 설교는 교회의 생활에서 권세 자들의 정신에 포로 되고 그것을 실천한 것
에 대해서 폭로해야한다.48)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맞서 저항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사명에 참여 하도록 부름
받은 자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로 한다. 우리는 예
배 안에서 예전적인 저항을 통하여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맘몬에 저항하는 청지기
로서 나눔을 인식하여야 하며, 익숙한 문화로 자리 잡은 지배 권력의 통치에 기만을
벗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저항으로서 설교는 ‘삶’이라는 인간의 구체적인 자
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49)
교회 공동체는 친구들의 공동체이므로 설교자는 친구의 자세를 취하여 한다. 교
회는 상호 개방성 속에서 소통하고 사랑을 구현해야 하며, 지배체제의 방식에 사로잡
히는 것을 피하면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자들에 대한 저항의 실천이 필요하다.50)
것의 부정 둘째, 긍정적인 것의 선취이다. 부정적인 것의 특정한 부정은 긍정적인 것의
선취에 의존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의 선취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것의 부정과 결함
되지 않을 때 무기력한 꿈들이 되게 한다. 양자의 영리한 결합으로부터 노려한 희망
곧 가르침을 얻은 희망이 생성된다. Jürgen Moltmann, Wege und Formen
Christlicher Theologie, 김균진 역, 『신학의 방법과 형식. 나의 신학 여정』 (서울: 대
한기독교서회, 2001), 73-74쪽.
47) 이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어둠을 꿰 뚫어보는 것, 둘째,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으로 선택교리로서의 복음, 셋째, 그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자유를 노래하는 행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이해된다.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14-17.
48) Charles L. Campbell, The Word before the Powers, 142-47.
49) 위의 책, 156.
50) 위의 책, 161-62.
- 192 -

친구로서의 사귐은 저항의 삶을 통하여 덕을 완성해나가는 도덕적 공동체를 지향한다.
더 나아가서 ‘경계선을 넘어’(across the boundaries) 형성되는 저항으로서 친구 사귐
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권세 잡은 자와 억압된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
로서 다가가게 된다.51) 이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변혁의 시도로 그들에게
강력한 저항의 형태를 취한다. 다른 문화와의 연대 그리고 인종간의 화합, 전혀 다른
존재와의 사귐52)과 같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 속한 타자들과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
귐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부합하며, 세상의 권세 자들에 대항하는 저항으로서 관계성
을 가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설교가 가지는 변혁성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세상에 권세 잡
은 자와 억압에 저항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관계성을 선포하고 비전을 제시
해야한다. 이러한 가치관과 관계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존재하는 공동체
의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설교자
로 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저항하는 공동체 안에서 희망을 품는 것이
다. 희망을 희망하는 존재로서 서게 될 때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의 현재를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저항 할 수 있다. 지금 서있는 곳이 슬픔과 분노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희망은 희망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지금의 현실을 변혁하는 힘을 희
망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지는 것이다. 부활의
희망은 절망과 고통 앞에서 저항의 공동체를 십자가 앞에 세우고 다시금 희망하게 한
다. 그리고 부활을 인식하는 저항의 공동체는 세상을 변혁하는 존재로서 다시금 서게
된다.
우리는 세상권세 잡은 자와 지배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우리가 저항
하고, 넘어서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 잡은 자와 지
배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서 설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설교의 형태이다. 권세에 저항하
는 윤리적 설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와 문화적 인식, 그리고 역사와 인종의
문제를 넘어서는 저항이다. 세상 권세에 저항하는 것으로서 설교는 예수의 저항의 스
토리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수의 삶은 십자가와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
죽음에 대한 폭로와 친구로서 사귐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가 선택한 저항으로서 십자
가와 식탁 공동체는 ‘화해와 샬롬’의 대안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설
교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해방과 대안 공동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세상권
세가 더 이상 힘이 없음을 폭로하고, 새로운 대안 공동체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51) 위의 책, 164-67.
52) 이러한 사귐 안에는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전 인격적인 인정을 포함 한
다.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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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저항 공동체로서 교회는 “덕과 친구 사귐”이라는 두 축을 통하여 샬롬과 저항의
삶을 구현해 나간다.
경계선을 넘어서 저항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한다. 이것이 세상권세에 저항하는 공동체와 설교가 가지는 종말론적 긴장이
다. 이러한 긴장을 우리는 희망이라는 하나님의 저항을 통하여 극복한다. 절망과 고통
의 자리에서 설교자와 공동체가 부활의 희망을 부여잡을 때 다시금 저항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것이 설교의 변혁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설교가 세상
의 가치관과 지배체계를 향한 저항으로서 삶의 변혁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 할
때 세상을 향한 저항으로서 설교는 삶의 변혁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변혁 시
키는 것으로서 이해된다.

IV. 메타포: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설교
1. 삶의 자리: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인식되는 설교
사회학적 상상력은 구조와 역사에 관하여 시대적 맥락을 파악하는 안목이다.53)
사회적 상상력은 구조의 문제이다. “사회구조의 관념을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 있게
이용한다는 것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관계를 추적할 줄 안다는 의미이며, 그것
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54) 우리의 삶의 자
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와 유기적으로 관련되고, 우리는 그 상황
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개
인적인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현실 가운데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신학 함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의 신학 함의 자
53) 사회적 상상력이란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즉 정치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것으로
단일 가족연구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예산에 대한 비교연구로, 신학교에서 군부대로,
또는 유류산업에 대한 고찰에서 현대시 연구로 시선을 옮겨가는 능력이다. 그것은 가
장 비 개인적이고도 관계가 먼 지역에서 일어난 변환에서 가장 친밀한 인간 주체의 속
성까지 아우르는 능력이며, 또한 그들 간의 관계를 볼 줄 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상상
력의 발휘 이면에는 그 사회와 시대의 자신만의 특징과 본성으로 살고 있는 개인의 사
회적 역사적 의미를 알고자 하는 충동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이 세계가 어
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사회 안에서 개인의 일생과 역사가 교차되는 조그만 점인 자신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자 할 때 사회적 상상력을 쓰는 것이다.
Charles Wrigh t. Mills,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강희경, 이해찬 역, 『사회적
상상력』 (서울: 돌 베게, 2014).
54) 위의 책,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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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개인적 실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 인식은 삶의 정황 속에서 나오는 실체적 현실을 인식함으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학 함의 자리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리고 신
앙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공동체(사회적 약자)는 어떤 신학에 있
어서도 기본적인 개념들이라 하겠다. 조직신학은 이 세가지를 모두 취급해야 하며 어
느 하나라도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성서와 전통을 되풀이하기만 하는 신학은 성서
와 전통을 화석화 하는 일이고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성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이
없을 때 그 신학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컨텍스트와 텍스트의 대화는 신앙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사
회적 약자)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55)
즉 신학은 항상 컨텍스트의 해석자인 공동체의 상황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텍스
트의 진리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실체로서 신앙공동체의 인식이다. 텍스트가 말하는
경험의 실체를 경험하는 존재로서 신앙 공동체의 자리는 중요한 인식의 자리이다. 신
앙은 공동체에 의해서 경험되고, 인식되며, 전달된다. 우리는 공동체의 동일한 신앙고
백 안에서 과거의 신앙을 기억하고, 미래를 향하여 경험되고, 기억된 공동체의 신앙으
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의 경험과 기억은 미래와 대안 공동
체를 형성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이 된다. 예언자적 상상력은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미래 주권의 약속에 집중한다.56) 이러한 성례전적 상상력이 시작되는 지점
은 성육신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즉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완전한 하나님이 인
간이 된 것이다.57) 하나님의 역사는 성육신의 자리 즉 완전한 인간의 자리로부터 시
작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우리의 모든 사고의 전환을 이룬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와 존재, 그리고 경험 안에서 말하여진다.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
으로 존재론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드러난다. 설교 공동체와 설교자들의 중요한 사역중
하나는 숨어있는 하나님 인간 삶의 신비의 궁극적인 기초를 규정하기 위하여 인간의
경험을 반영한다.58) 은혜는 심원 안에 있는 인간의 경험과 고통 안에서 발견되고, 인
55) 죌레는 여기에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리고 민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논자는
민중이라는 단어보다는 신앙공동체 또는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한다. Dorothee Solle,
Gott Denken, Einfuhrung in Theologie, 서광선 역, 『현대신학의 패러다임』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93), 13쪽.
56) Mary Catherine Hilkert, Naming Grace: Preaching and the Sacramental Imagination, 83.
57) 위의 책,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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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인간의 근원적 고통
과 곤경의 상황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한다.59)
성례전적 상상력은 인간의 고통과 곤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
며, 하나님의 고통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경험 즉 곤경과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하
나님을 향한 신익식이 시작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목소리들과 세상 모두가 성
례전적 상상력의 중심이 된다. 힐커트는 설교자의 부르심과 공동체의 선교의 상관성
중 하나는 설교 사역에 관한 새로운 메타포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60) 설교에서
메타포의 사용은 상황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공동체의 삶의 정황, 경험
으로부터 설교는 시작된다.61) 그러므로 “비판적 성례전적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의 경
험 안에서 명명된 은혜의 예술을 인식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불변한 현존”(God's
abiding presence)과 “상처 입은 세상”(Wounded world)에 참여해야 한다.62) 세상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 인간의 애통은 설교의 시작점이 된다. 인간의 삶의 정황은 언제나
신학의 동반자이며, 신앙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구체적 정황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구체적 자리인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룸과 같이 우리의 설교는 인간의
경험적 고통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의 설교는 시작되고, 성례전적 선포는 시작된다.
2. 설교 안에서의 메타포의 자리
그렇다면 삶의 정황 가운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는 자로서 경계선에 선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과 하나님 우리의 신학 함
에 있어서 기억의 전달 기능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문화, 코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신앙 전통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전달되고, 현재화됨으로서 하나님의 실존
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과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58)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짓는 것은 세속적 언어로는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인간 경험
의 경계선은 말씀의 경험으로부터 세례 받은 것 안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책. 50.
59) 위의 책, 112.
60) 위의 책, 182. 남아프리카 신학자인 랄리 카푸만(Larry Kaufmann)의 상황적 신학의
적용으로서 “상황적 설교”(contextual preaching)를 차용하고 3가지 메타포를 설정한다.
“보물”, “탐험가”, “산파”와 같은 메타포의 힘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즉 고통 받고 아파하는 제 3세계의 현실 앞에서 설교의 메타포는 어떠
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위로를 위하여 메타
포가 필요한 것이며, 그들 상황에 맞는 메타포는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비전을 제시한다.
61) 위의 책, 186.
62) 위의 책, 192.
- 196 -

특별히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렇다면 설교 안에서 언어는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현대 설교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언어의 사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방적
인 계시선포의 언어가 아니라 삶과 관련된 메타포와 상상력이 넘치는 언어를 사용한
다.63) 현대 설교학은 설교자와 청중, 그리고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참여를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함께 상상하고 참여 할 수 있는 메타포와 움직임을 통하
여 삶의 철학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설교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준비된 메타포의 이미
지를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가 교차되고, 우리의 삶의 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간다.
성경은 다양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 이 메타포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성경은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직유, 은유, 금언, 이야기 등)를 담고 있지만 그중에
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의 형태는 메타포(은유)였다. 메타포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른 대상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기술로서
그 자체를 넘어서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한다.64)
그러므로 설교는 이미지 만들기이며, 이것은 언제나 상상력과 연결된다. 상상력은
설교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상상력은 삶의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지루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실
제적인 요소가 된다.65) 공유된 상상력은 삶의 자리를 바탕으로 하며, 삶의 현장에 대
한 처절한 자기 인식과 타자의 삶을 이해하는 공간에서 나온다. 상상력은 삶의 자리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을 반추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
게 된다.66)
메타포는 긴장을 일으키며, 유사성과 상이성의 긴장 때문에 힘을 가진다. 우리가
63) 현대 설교학은 현상학적인 의미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설교에 있어
서 언어신학적인 측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즉 언어가 사용될 때 청중들의 의
식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현대 설교학은 참여
의 언어를 중요시하며, 플롯의 언어로의 전환을 꾀한다. 새로운 설교의 패러다임은 시
적이고 메타포적인 설교 언어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야기와 상상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4), 155쪽.
64)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5), 255쪽.
65)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224-25쪽.
66) 위의 책, 3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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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인 신비를 탐구할 때 메타포는 깊은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메타포를 활용하
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부터 요소들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며, 그것들과 연결 되
며,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메타포와 상상력은 새로운 대안의식을 만들
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타포는 세상의 지배 권력과 억압에 저항의식을 드러
낸다.67) 설교는 지배 문화가 주는 절망 앞에서 예언자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방법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시적 상상력이며, 애통의 언어이다. 우리는 설교라는 언어적 상상
력과 애통을 통하여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어야 한다.
희망은 언제나 애통 뒤에 온다는 점 또 희망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희망을
낳는 고통을 알아야 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만이 예언자가 진
실한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애통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참여 하지도 않은
채 표현되는 희망은 절망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거짓 희망일 뿐이다.68)
설교의 메타포는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자리를 반영하고,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
을 일으킨다. 언어적 메타포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삶을 공
유하며, 참여하게 한다. 설교에서 메타포는 희망을 전달하고, 그 희망 안에서 함께 고
통당하며, 함께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자의 삶을 만져주는 것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
러므로 우리의 메타포의 절정은 십자가의 선택으로 가야한다. 즉 세상을 향하여 섬김
을 드러내는 메타포로서 십자가의 존재를 선포해야 한다. 우리의 설교는 하나님의 최
고의 메타포이자 상상력인 십자가로 돌아갈 때 타자와 컨텍스트와 함께 ‘메시아의 향
연’에 참여하며, 세상을 섬기는 성례전적인 설교가 이루어진다.

V. 나가는 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재해석해야 한다. 설교자는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자로서 세상의 변혁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67) 마르바 던은 타락한 권세가 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적싸움에 참여를 요구한다.
그녀는 특별히 교회는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으로 악한 권세 자들의 저항은 우주적이고
지역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메타포를 사용한다. 에베소서 6장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을 준비할
신, 악한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해방)의 투
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Marva J. Dawn, Poewr, Weakness, and the Tablernacling
of God, 노종문 역, 『세상 권세와 하나님 교회』 (서울: 복 있는 사람, 2008), 180-216쪽.
68) 위의 책, 1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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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설교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설교는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도구이다.’ 라는 신학자의 말이 아니어도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이루어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며, 사랑의 정점이어
야 한다. 우리의 설교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으므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과 절망과 무너짐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설교 사역 가운데 예언자성과 변혁성 그리고 메타포적 특징들을 녹
여내어야 하며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서 서 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그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참여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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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3-A-1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 양 일 박사

(영남신학대학교 / 예배 설교학)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발제자의 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연구로 공예배가 가지는 세상을 향한
실천적 영향력과 가치에 대한 의미 가운데, 특히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
하는 설교가 가지는 특징을 통하여 오늘 교회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공적 설교의 기
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김광석 박사의 이러한 관점이 주는 통찰은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드리
는 공예배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삶의 이원화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
한 도전, 그리고 예배 가운데 삶의 문제와 직결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설교에 대한 방향성 제고에 의미 있는 지혜를 주고 있다.
2. 요약 및 평가
먼저 김광석 박사의 논문은 그의 박사논문인 ‘성례전적 삶으로서의 레이투르기아
신학의 정립’이라는 주제 가운데 예배 안에서 성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동인
으로서의 설교가 가지는 위치와 함께 설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술
된 것이다. 그의 논문의 주된 논지는 예배의 진정한 가치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드려
지는 예배의 모든 행위들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발현됨으로써 진정한
의미가 있음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된다. 즉 레이투르기아로서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성례전적 삶으로서의 공적예배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오늘 논문에서 표방하고 있는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라고
- 201 -

하는 주제는 그의 박사논문의 일부분으로, 예배 안에서 설교가 가지는 가치와 비중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김광석 박사는 본 논문에서 설교가 서 있는 자리가 공적영역과 신앙의 영역의 경
계선의 자리에서 예언성과 변혁성, 그리고 상상력과 이미지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
는 설교의 또 다른 기능적 측면을 메타포로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설
교는 공적기능을 감당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는 먼저 설교의 공적설교의 특징으로
제시한 예언자적 성격은 애통에서 시작한다고 적고 있다. 이 애통은 시대적 아픔 앞에
서의 애통이며 또한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아픔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리
고 이 시대를 향하여 잃어가는 예언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제시한 공적설교의 특징은 변혁성이다. 이 변혁성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억압에 저항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관계성
의 선포, 비전 제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특징은 상상력, 이미지 그리고 움직임으로 대변되는
설교에서의 메타포의 사용을 통한 공적 기능이다. 그리고 이 메타포와 상상력은 새로
운 대안의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이와 같이 필자가 제시하는 설교가 가져야 할 특징들은 분명히 오늘 이 시대의 부
조리와 아픔을 드러내고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임에 동
의한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논문이지만 발제자의 박사논문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
지닌 한계를 느끼면서 생각하게 되는 몇 가지의 질문과 논의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3. 토론을 위한 질문
1. 먼저 이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에서 발췌되어 정리된 것이다 보니 박사
논문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고 ‘공적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라는 주제만
으로 논하기에는 논문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때문에 이 논문
을 서술하기 전에 박사논문 전체의 맥락을 먼저 제시하면서 박사논문 전체의 흐름 가
운데 발제자가 제시하고자 한 설교의 공적 기능에 대한 위치와 의미를 제시해주었다
면 논문의 논지가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2. 최근의 신학적 경향은 공적신학을 통한 문제의 제기가 신학전반에 걸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히 설교의 공적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예외는 아니다. 이것
은 곧 설교의 공적기능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며(What)?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왜
(Why)?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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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 공적신학과 설교학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How)? 연결하고 적용해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방향의 제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논문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공적 기능을 감당해야 할 설교의 기능
에 대한 문제제기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
이 있는데, 발제자는 이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 이 질문은 위의 두 번째 질문과도 연계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설교의 대응과 전략이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할까?에 대한 것이다. 물론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답을
설교를 통하여 제시할 수는 없겠으나 브루그만이나 캠벨과 같은 서구의 학자들의 경
우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답을 찾고자 학자로서의 진지한 노력과 함께 실제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곧 이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고민의 실체와 그 필요에 대한 우
리를 향한 요청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구는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강단과
삶의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가?이다.
최근 미국 뉴욕 맨하튼의 리디머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명한 목회자인 티모시 켈
러(Timothy Keller) 목사의 Preaching을 읽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말씀의
목회, 3가지 차원을 언급하면서 이 회의주의가 만연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설교가 가
지는 대체 불가함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고 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말씀이 가지는
대체 불가함의 능력이란 변치 않는 것임을 그 목회자는 맨하튼 한 가운데에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광석 박사의 논문을 읽으며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신학’의 올바른 정립은
복음이 개인의 실존적 변화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
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
는 설교가 가지는 역할과 의미는 대체 불가한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깨닫는다. 설교학
과 실천신학의 토론의 장위에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소중한 주제를 제기한 김광
석 박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귀한 연구와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실천신
학 분야에서 설교학의 발전을 위한 귀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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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3-A-2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 지 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설교학)
설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효과적으
로 전하기 위한 고투의 과정을 포함하며, 설교자는 이 과정을 통해 성경의 세계와 오
늘날 신앙 공동체가 속한 세계 사이에든든한 다리 놓기를 통해 성경 계시가 오늘날
구체적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시대를 초월해서 역
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설교자는 우선 정확한 시대적 상황을 파악해야 하
며, 나아가 그 시대의 언어로 진리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김광석 박사는 논문을
통해 설교의 본질과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오늘날의 설교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1. 논문의 전개와 주요 논지들
본 논문에서 규정되는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구체
적인 현실 속에서 예언자적이며, 변혁적이며, 메타포적인 특징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
키는 책임적인 실존의 장소라는 것이다. 설교자는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
로 규정된다.
첫째, 연구자는 경계선에 서있는 설교로서의 예언자적 특징을 지적한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 상황, 즉 세상의 지배 체계와 억압으
로부터의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사
역이 바로 그것이었으며, 복음은 세상의 억압과 고통으로 절망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다. 결국 설교의 자리, 또는 설교자의 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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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교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설교의 영역을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구조의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연
구자는 설교의 사회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설교자는 현실에 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
며 현실 대안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적 관점에서 선포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설교의 예언자성은 체제 전복적인 대안의식을 바탕으로 삶의 전방위적 영역에서 십자
가의 길을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둘째,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있는 설교는 반드시 변혁성을 담보해야 한다. 연주자
는 찰스 캠벨과 워터 브루그만의 저서들을 주로 인용하면서 설교는 지배체제의 폭력
성을 폭로하고 비폭력적 대안인 평화의 삶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곧 세
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항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때 설교의 내용은 대안 공동
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비폭력적 저항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폭로’
와 ‘비전 제시’라는 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곧 설교를 통해서 실천될 수 있
다. 저항 공동체를 지향하는 설교자로 선다는 것은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
해 희망을 갖는 것이다. 연구자는 부활의 희망을 설교가 갖는 변혁성의 근거로 삼는다.
셋째, 공적 영역에서의 설교는 설교자의 풍성한 상상력을 통해 파악되는 메타포
로서의 설교라는 특징을 갖는다. 설교에서 메타포의 사용은 청중들의 실존적 삶의 정
황 또는 경험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결국 설교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서 청중들로 하여금 마음의 화랑에 희로애락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는
메타포가 갖는 언어적 힘과 긴장성을 강조하면서 설교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청중
들로 하여금 설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2. 논문의 공헌과 몇 가지 질문들
본 논문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조국 교회의강단의 권위의 실추와 위기는 필경 설교 신학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설교 신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기에 공적 영역
의 경계선으로서의 설교를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자의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설득
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경계선의 공간을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나, 설교의 중심 주제를 인간의 근원적 고통과 곤경이라는 죄의 문제로 정확하게 진단
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침투하셨듯이 오늘날우리의 설
교가 세상에 침투하여 역사 변혁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실 참
여적 설교의 필연성을 주장한 것은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 생각된다.
설교가 단순히 본문 해석에 그치거나 적용 없는 케리그마의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또는 그와 반대로 본문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적용 중심적인 실용적 설교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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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성경 텍스트를 근거로 하고 컨텍스트를 향하여 그 경계선에 서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의 설교 신학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설교에 있어서 상상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였다.
설교자의 상상력은 언어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획득된 언어는 청중들의 신앙 회복과
현실 인식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히 설교는 이미지 만들기이며 이것
은 언제나 상상력과 연결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연구자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상상
력을 올바로 사용하여 본문의메시지를 청중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데 도
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설교의 모습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논문의 진의를 더욱 명백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1) 논문을 시작하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면 좋겠다. 청중들
의 삶의 자리, 구체적 현실이 공적 영역이고, 설교가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 있다면, 청
중들의 사적 영역에서의 설교의 역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자가 논문에서
견지하고 있는 설교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할 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엄밀하
게 구분할 수 있는가?
2) 설교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서 현실 참여, 현실 변혁이라는 좋은 취지에
도 불구하고, 설교가 바르트식 표현으로 "삶의 전쟁터로 달려 나가는 앰뷸런스"가 될
때, 설교의 인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구자는 설교가 인간의 경험, 삶의 자리
로부터 시작될 것을 주장하는데, 오히려 사회 구조, 인간 경험, 지배체제의 억압과 폭
력을 해석해 줄 성경 텍스트가 청중의 경험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은가?
3) 연구자는 세상 권세에 맞선 저항으로서의 교회와 설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설교의 변혁성을 주장한다. 이 때 설교의 기능은권세 잡은 자와 억압된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각주 52에서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전
인격적인 인정을 포함"할 것을 지적하는데, 정반대로 동성애 자체를 하나님의 창조 질
서에 대한 도전이며 그 자체로 억압된시스템으로 볼 수는 없는가?
김광석 박사의 논문을 읽으며 오늘날 설교자들이 인식하고 회복해야 할 경계선에
서 있는 설교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
신 김광석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논평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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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B
발표자: 박인갑 박사(감신대)
“요한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에 관한 연구”
좌장: 김한호 박사(서울장신대)
논찬1: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논찬2: 옥진한 박사(감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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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B 발표
존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적 실천
박 인 갑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겸임교수/ 실천신학)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의 대 사회 신뢰도 하락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회의 신뢰도 하락은 결국 교회의 전도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종교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특히 기독교의 1. ‘디아코니아’란 과연 무엇인가? ‘디아코니아’(diakonia)라는 말 그대로
의 단순한 헬라어의 원어원은 ‘디아’(dia) '코니아‘(konia)다. ’디아 코니아‘ 즉 ‘먼지(속)
을 통하여’ ‘먼지(구덩이)에 의하여’ ‘먼지를 뒤집어쓰고’ 일하는 이들의 모습을 나타내
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곧 ‘암 하아레츠’ 바로 ‘땅의 사람들’이었던 하층민 중
의 하층민인 천민들의 삶과 노동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종
들 중의 종들의 모습인 것이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사람답게 취급 받지
못하는 자유를 상실한 종의 모습이다. 이는 고대사회의 전형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천민들의 운명적 삶이었다. 이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도 생존할 수 없어 뿔뿔이 떠
돌아다니던 나그네들로 건축이나 토목공사가 있는 곳에 포로로 끌려서 또는 연명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가서 종이 되어 천민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핫바리’ 인생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바로 당시 중-근동지역의 고대사에 아주 넓은 지역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하비루’(habiru 또는 apiru)로 일컬어지던 하층민 내지 천민 그룹이었다.1)
1) 인류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느님 인식을 히브리 민족을 통해 제대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헤브라이즘’이라는 ‘경험적 계시인식’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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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 기록되어 나타나는 히브리 민족의 어원과 근원은 그야말로 종노릇으로 간
신히 연명하던 ‘땅의 사람들’(암 하아레츠) 이었던 ‘하비루’들이었으며2), 하층민 중의
하층민이라 부를 수 있는 천민 중의 천민인 쓰레기 같은 먼지구덩이 속의 ‘핫바리’ 인
생들이었다고 인정 되고 있는 것이다.3) 그런데 이상하고도 신기하게 야훼 하느님은
먼지 속의 이들 천민들에게 마음을 주시며 이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걸고 사역하기 시
작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훼는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며, 이 유일하신 야훼 하느
님은 이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며 이들을 통해 공의를 세우시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는 지극한 정성으로 이들을 섬기시는 ‘섬김의 주’로서의 야훼(여호와)
하느님으로 등극하신 것이다.4) 이러한 하비루 그룹에게 유일신으로 계시되신 야훼 하
느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들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사역은
실로 기적 중의 기적의 역사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5)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담아낸 성서, 즉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인류구속의 길을
‘섬기시는 아가페적 계시’로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성서전체의 맥락이며 핵심
이다. 따라서 야훼라 알려진 구약의 하느님은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자비와 정
의로 돌보시는 디아코니아의 하느님이시고, 그 뜻을 실제로 친히 이루시고자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역시 디아코니아
의 모범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신약적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흔히 밝혀주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그리스어 의미는 ‚밥상을 차려 밥을 먹이는 일’이라거나, ‘섬기
며 시중을 드는 일’을 말하곤 한다.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식구를 부양한다’라는 일
반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무튼 밥을 제대로 먹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이
웃을 돌보며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관해서 성서는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
은 곧 당시 중-근동지역의 고대사에 아주 넓은 지역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하비루’(아
피루)로 일컬어지던 하층민 내지 천민 그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2)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자체가 일반적인 혈연적 민족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이들 ‘하비
루’라 칭해지던 당시 고대사회의 하층민과 소외자들, 착취당하는 노동자들과 억압받던
포로들로 구성된 것이라는 사실도 짐작된다.
3) 가장 쉽게는 문희석, 사회학적 구약성서 해석, 1984. 239-257(히브리와 하비루)을 참조.
4) (시 82:3-4)‘하나님되심’: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이들과 기댈 데 하나 없는 고아
들을 감싸주어라. 빈민과 없는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어라. 가진 것 없어 서러
움 당하는 가난한 이들과 오갈 데 없는 영세민들을 건져 주어라. 하는 짓마다 못된 짓
만 일삼는 것들의 마수에서 그들을 구해 주어라.”(현대어역); 쉽게 디아코니아학 개론:
홍주민, 한국디아코니아연구소, 2009, 51-52 참조.
5) cf. A. H. J. Gunneweg, Die Geschichte Israels bis Bar Kochba, 문희석 역, 이스라엘
역사(서울, 한국신학연구소,1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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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그러나 그러한 하느님의 뜻에 반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적
으로 야훼의 뜻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로 빠지자, 하느님은 자신이 세상으로 친히 내
려오시는 놀라운 사역을 몸소 감당하시게 되었는데, 이를 우리는 ‘그리스도 사건’이라
칭한다. 빌립보서가 일러주는 대로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시고(케노시스) 종처럼 되
셔서(둘로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나토스) 것이다”(빌2:5-8) 육신을 입고 몸소 이
를 이루신 예수는 자신의 신분 자체를 “디아코노스”로 밝혀주신다.(눅22:27b) 이는 한
마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의 “디아코니아”라는
마스터키를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
신 목적7)에서부터 가르치고 보여주신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섬김’ 즉 디아코니아로 이끄셨다.8)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디아코니아적 의미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라”는 기도이다. 또한 마지막 심판(마
25:31-46)의 장면에서 예수는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최후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야훼의 영성’과 ‘그리스도의 영성’은 ‘섬김의 영성’ 바로 그것이다.9) ‘자기비움’
의 케노시스적 영성으로 ‘아래로 향하는 영성’이 바로 디아코니아적 영성이다. 이 영성
은 예수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성이요, 낮아져 섬기는 영성이요, 고난을 통해 주어지
는 영성이다. 영성은 바로 하비루의 고난과 희생의 눈물 속에서 만들어 진다. 섬김의
6) 디아코니아학 입문: 김옥순, 한들출판사 2010, 14-34.
7) 예수는 야웨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 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
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
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4:18-19).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핵심적 이유라는 것이다.
8) “나는 시중드는 사람(호 디아코논: diakonos, deacon)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눅
22:27)고 예수께서는 선언하셨다. 바로 이러한 섬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도래한다고 선포된 것이다(막10:43).
9) 디아코니아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서 전체에 계시된 야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섬김(디아코니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를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주장한 이가 바로
독일의 디아코니아를 구체적으로 출범시킨 요한 힌리히 비션으로, 그는 „신구약 성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디아코니아이며, 이미 약속되었으나 아직 성취과
정에 있는 구원의 발전과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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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으로서의 디아코니아의 영성은 예수의 마음을 닮아, 불쌍히 여기며 동일한 심정으
로 함께 울어주는 영성이다.
그렇다면 웨슬리에게 과연 이러한 디아코니아적 모습과 영성이 있었던가? 이제부
터 1) 디아코니아와 웨슬리와 2) 웨슬리와 디아코니아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는 것
으로 몸글로 삼아보고자 한다. 먼저 ‘디아코니아와 웨슬리’를 통해 웨슬리가 어떻게 디
아코니아적 관심과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 ‘웨슬리와 디아
코니아’를 통해서 그러한 디아코니아적 실천관이 삶과 사역 속에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1. 디아코니아와 웨슬리(의식화)
4대째나 목회자가 대를 이어온 가정에서 자라난 웨슬리는 성서와 교회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와 영향 가운데 성장했음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웨슬리 스스
로도 학업과 신앙에 충실하고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러한 배후에는 그 부모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사실 또한 능히 알 수가 있다. 더욱이 대학에서의 ‘신성클럽’(Holy
Club)의 활동은 그의 신앙과 사역의 노정에서 중차대한 경험이 되었으며, 거기에 모라비
안 형제단으로 알려진 ‘헤른후트 공동체’와의 만남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1) 먼저 웨슬리는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입었는데, 신학연구에도 관심이 많
았던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서 웨슬리는 3종 세트의 성서언어(히브리어, 헬라어, 라틴
어)를 익힐 수 있었으며, 또한 넓은 세계관과 함께 선교사역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
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공동체 조직력’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후일에 메토디스트 운
동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사실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웨슬리는
목회자 아버지가 소장한 독일의 경건주의적 성서주석(벵엘의 신약주석) 등을 통해 이
미 실천적 바탕의 중요성에 간접적 영향을 입었음도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능하다. 그
도 그럴 것이 당시 아버지 사무엘은 직접 경건주의적 모임을 조직하고 활동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를 통한 영향은 정말 지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
후일의 그의 엄청난 독서와 저술활동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등등 메토디스트 운동에서 실행된 다양한 모습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10) 어머니로부
터 영적 성숙 훈련을 경험한 웨슬리가 성도들의 영혼을 케어할 뿐 아니라, 소그룹 결
성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훈련도 그의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된
때문이라 볼 수 있다.
10) Schmidt, 1987, 5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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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시 웨슬리는 특히 세 사람의 저술을 탐독하였는데,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Holy Living and Holy Dying)과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 받아”(Die Nachfolge Christi) 그리고 윌리엄 로의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을 통해 감동을 받았다.11) 테일러의 책을 읽고 ‘말씀과 실천’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고 후일에 자기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밝히길, “나는 부분이 아닌
나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난 후 주 예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성클럽’을 이끌어
간다. 특히 윌리엄 로의 두 책, Serious Call to a Devout and Holy Life 와 Christian
Perfection을 통해서 웨슬리 자신의 전 생애를 하ㄴ느님께 바치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12) 웨슬리는 그때로부터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 완전을 향하여 일평생
을 최선을 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그 후로부터 독서에 매진하였으며, 특
히 신약성서와 초대교회에 관한 서적과 프랑케를 비롯한 독일 경건주의 서적들을 탐
독함으로써 영성과 신앙실천의 디아코니아적 삶을 추구해 나갔다.
그러던 중, 찰스 웨슬리가 시작한 ‘신성클럽’(holy club)에서 7년간 지속하는 가운
데 6년간을 리더로 활약하며 그동안 다져온 그의 실천적 신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13)
이 신성클럽 활동을 통해 회원들은 성서와 고전을 공부하고, 이어 사회봉사활동을 펼
쳤는데, 특히 죄수들 돌아보기와 부채로 어려운 이들과 환자돌보기 등을 펼쳐 나갔다.
3) 그후 웨슬리는 모라비안 형제단을 만나게 되어 지대한 영향을 입었으나, 오래
지않아 진젠도르프의 헤른후트 공동체와의 결별에서 나타나는 대로 웨슬리의 디아코
니아적 실천에 관한 확고한 의지는 분명하였다. 먼저 웨슬리의 일기에 나타난 진젠도
르프와의 대화록(1741.9.3.)을 살펴보면, 웨슬리가 영국내의 모라비안 공동체
(Fetter-Lane-Society)의 필립 몰터(Philipp Molther)14)로 인해 그들과 결별하게 되었
을 때, 수제자격인 슈팡엔베르크(Spangenberg)를 보내 설득하려 했으나 효과가 없게
되자, 런던(Gray´s Inn Walks)으로 직접 찾아와 웨슬리를 만나게 된 진젠도르프는 웨
슬리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하여 라틴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15)
11) Heitzenrater, 1995, 35f.
12) Heitzenrater, 1995, 43.
13) Heitzenrater, 1995, 41f.
14) “페터레인 종교모임(Fetter Lane Society)”에서 발생한 “정적주의(Stillness)” 혹은 “반
율법주의(Antinomianism)”를 둘러싼 갈등이 계기가 되었다.
15) Journal, vol. 2, 489; Vgl. Tyerman, L.: The Life and Times of the rev. John
Wesley, M.A., vol. 1, London, Hodder & Stoughton 1890. S. 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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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그들의 대화를 간단히 요약하면, 진젠도르프는 “모든 신앙인의 완전성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기에(Omnis nostra perfectio est in Christo.),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완전일 뿐이다(Christus est sola perfectio nostra.)”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하기
에 오직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은 단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Omnis Christiana perfectio est, fides in sanguine Christi.)”라고 하였다.16) 그러나 이
에 대해 웨슬리는 “우리의 완전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하여짐“(성화과정)으로 가능하다(Ego vero credo, Spiritum
Christi operari perfectionem in vere Christianis.)”고 주장하였다.17)
더 나아가 진젠도르프는 ‘완전성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 받듯이) 주입 되는
객체’ (imputata perfectio)로 보면서, “나는 우리의 삶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이고
잠정적인 완전성을 결코 인정 못한다”(Nullam inhaerentem perfectionem in hac vita
agnosco.)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적 완전성은 온전히 주입되는 것이지 내재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Est tota Christiana perfectio, imputata, non inhaerens.)라고
하였다.18) 그러나 이에 맞서 웨슬리는 그 사상이 잘못 뒤집어졌다고 주장하였기에, 결
과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결국 진젠도르프가 루터의 ‘신앙의인’(칭의)과 중생 사상을 오인한 결과19)로
나타난 “성화와 완전성은 믿음 자체만으로 가능하다”(Sanctitas evangelica est fides.)
는 신앙 일변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웨슬리는 신앙 자체만이 아닌 사랑도 성화와
완전성의 근거와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되물었다: “성도가 사랑 안에
서 자라고, 성화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Nonne credens, dum
crescit in amore, crescit pariter in sanctitate?) 웨슬리는 ‘성화는 사랑 안에서 자라서
16) Ibid. Journal, vol. 2, S. 489; Outler, Albert (Hg.), John Wes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64), S. 369; Gunter, W. Stephen, The Limits of Love Divine
(Nashville: Kingswood Books, 1989), S. 102.
17) Ibid. Journal, vol. 2, S. 489; Outler, S. 369; Gunter, S. 102.
18) Ibid. Journal, vol. 2, S. 489; Outler, S. 369.
19) 진젠도르프는 그의 성장기에 체득한 신비적 영성주의(Der mystische Spiritualismus)
와, 파리 방문시절 접했던 프랑스 정적주의(Der Quietismus)에 자기의 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진젠도르프는 이 정적주의로부터 배운 신앙의 “수동성”(Passivität)으로 인
해 반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진젠도르프의 입
장은 루터적 칭의론과 직접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정적주의에서 보여주는 반율법주의
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이러한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모라비안
형제들과 진젠도르프의 입장은, 마치 루터에게서 반율법주의의 근거를 찾는 아그리코
라와 열광주의자들의 오류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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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물어 감’을 뜻한 것이었다.20)
더군다나 진젠도르프는 ‘순간적인 성화’(momentary sanctification)를 주장한데 비
해, 웨슬리는 ‘점증적 또는 점차적 성화’(gradual sanctification)를 주장하였다. 진젠도
르프가 표현하기를, “우리는 믿음의 바로 그 순간에 칭의 되고 성화 된다.” (Eo
momento quo justificatur, sanctificatur penitus.)21) 그러기에 “우리가 성화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랑하게 된다.” (Totaliter amateo momento, sicut totaliter
sanctificatur.).22) 더 나아가 진젠도르프는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순간에 일어나기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Sanctificatio totali sac Justificatio in eo dem sunt instanti;
et neutral recipit magis aut minus.)라고 계속 주장하며 웨슬리의 입장을 완강히 부정
하였다.23) 그러나 웨슬리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Renovamur de die in
diem.)며, 고후 4장 16절을 인용하여 ‘은혜 안에서의 점진적인 성화’(crescendum esse
in gratia.)를 주장하였다.24) 이로써 그들의 대화는 종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하고자 하는 점은 웨슬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한 ‘디아코니아
적 실천’을 철저히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물론 진젠도르프가 이끄는 헤른후트
공동체가 디아코니아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니며,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는 디아
코니아를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철저한 봉사로 공동체가 꾸려져 나갔음을 알 수가 있
다. 다만 웨슬리가 심히 경계한 ‘칼빈주의적 예정론’처럼25), 헤른후트 공동체의 ‘정적주
의’나 ‘반율법주의’는 디아코니아적 실행을 약화 시킬 소지가 크다는 염려가 많았다는
사실에서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적 의식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간단한 사실들만으로도 웨슬리는 어린 시절로부터 신앙의 실천
이 몸에 배어 표현되고 실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공동체 전체의 신앙방향
과 내용으로 확립되어 날로 디아코니아적 실행이 날로 번성해 나갔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이제 우리는 ‘웨슬리와 디아코니아’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적 실행의 면모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 본다.
20) Ibid. Journal, vol. 2, S. 489; Outler, S. 370.
21) Ebd.
22) Ibid. Journal, vol. 2, S. 490; Outler, S. 371.
23) 심지어 모든 고행을 비웃기까지 하며, 주어지는 완전한 사랑엔 어떤 정화도 불필요하
다("Mortificationem omnem ridemus. Nulla purificatio praeceddit perfectum
amorem.")고까지 덧붙였다.
24) Ibid. Journal, vol. 2, S. 490; Outler, S. 371.
25) 웨슬리가 예정론을 극구 반대한 이유가 디아코니아적 관심을 상실케 만드는 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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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슬리와 디아코니아 (실천화)
신성클럽 시절부터 디아코니아적 신앙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존 웨슬리의 ‘사랑으
로 역사하는 믿음’관(갈5:6)은 구체적으로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 주어
라’의 원리로 요약된다 할 수 있겠다. 비록 웨슬리 당시로는 구체적인 사회구조적 복
지까지는 추구하지 못한 한계는 있었으나, 이후 메토디스트는 영국사회에 섬김을 통한
엄청난 개혁을 이루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웨슬리 당시 여러 방면의 영국의 상황을 통해 웨슬리가 시대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당시의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가졌
던 ‘실천적 신앙관’을 확고히 다져가며 펼쳐 나갔던 배경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웨슬
리가 Holy Club 당시부터 추구했던 실천적 신앙관, 즉 디아코니아적 접근을 통한 사
회성화적 실행이었던 것이다.26) 웨슬리에 의한 메토디스트 운동이야말로 당시의 두
계층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일에 최대의 힘이 되었던 것이다.27)
2.1.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적 신앙관(사회적 성화사상)
존 웨슬리의 신학은 전적으로 구원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우주
적 은총이야말로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주적 은총은 어떠한 전제조건
도 없이 만인을 위해 유효한 것이다.28)
1)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관문으로서의 기초적인 경험
인, ‘칭의’가 “우리를 위해(for us)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중생’이 “우리 속에서
(in us)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인데 비하여,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그
리스도인 자체’를 말하는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29) 따라
서 성화는 “우리를 통해(through us)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단지 믿음으로 말
미암은 칭의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성화는 과정이며,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
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다.30) 웨슬리는 ‘이 길을 걷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
26) Cf. Sommer, C. Ernst(ed.): Der Methodismus, in: Die Kirchen der Welt, Bd.VI,
Stuttgart 1968, 1982, 8.
27) 특히 할레비(Elie Halevy)와 렉키(W.E.H. Lecky) 등의 학자들도 웨슬리의 복음운동을
통한 당시 영국의 구원을 주장했는데, 할레비는, 민중의 폭력적 피의 혁명을 웨슬리의
박애와 성결이라는 디아코니아적 복음운동을 통해 예방하여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
다.(cf. Elie Halevy, The Birth of Methodism in England, tr. by Bernard Semmel,
The Univerc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71, 1-29, 64-77.)
28) cf. Steckel, Karl/Sommer, C. Ernst: Geschichte der EMK, Stuttgart 1982, 263.
29) cf. Schmolz, Werner: Gottes Mission und unser Auftrag, Stuttgart 199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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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faith working by love').31)
웨슬리에게 있어 ‘신앙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속해있으며, 그 순
서는 뒤바뀔 수가 없다. 믿음이 사랑 앞에 위치함은 선행의인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며, 믿음과 사랑이 함께 붙어있음은 이웃에 대한 최선을 다함이 없는 자기만족적
신앙을 막아주는 것이다.32) 이웃이 배제된 그리스도인 됨은 웨슬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삶의 성화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일컫기 때문이
다.33) “이 사랑은 숨겨질 수 없는 것이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만큼 신앙인의
삶과 행위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34)
2) 사랑의 이중계명 : 존 웨슬리는 ‘사랑의 이중계명’(막12:31이하)을 자신의 전체
신학을 이끄는 패러다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앙인의 사랑의 중심점 안에 하나님
바로 옆에 이웃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은 웨슬리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35)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봉사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이웃에 대한
봉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신앙인을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로부
터 떼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36)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상호 소속된다는 것이다.37) 존 웨슬리는 심지어 좀 더 나아가 기독교와 사랑을
한 편으로는 동일시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38)
3) 성화와 사랑 : 성화와 사랑의 동일시는 존 웨슬리의 성화론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특징이다. 발터 클라이버와 만프레드 마르크바르트가 서술한 이러한 동일시의
두 국면을 여기서 살펴보자: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성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중략)...하나님의 사
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부가 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중략)...이러한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30) cf. Ibid. Steckel 1982, 268.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변화, 즉 하나님의 배려의 역사에
관여되고, 중생은 사람의 내적 변화, 즉 하나님의 내적 역사에 관여된다. 중생의 목표
는 성화이며, 성화는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말한다. (cf. Ibid. 269ff.)
31) cf. Kraft, Thomas: Pietismus und Methodismus, Stuttgart 2001, 67.
32) cf. Marquardt, Manfred: Praxis und Prizipien der Sozialethik John Wesleys,
Goettimgen 1977, 124f.
33) cf. Ibid. Kraft 2001, 67.
34) Schneeberger, Vilem: Theologische Wurzeln des soyialen Akzents bei John Wesley,
Zuerich 1974, 113.
35) Kraft, 2001, 67.
36) cf. Ibid. Schneeberger 1974, 144ff.
37) cf. Ibid. Marquardt 1977, 128.
38) cf. Ibid. Schneeberger 197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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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랑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 하나님과 동시대인들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으로 되어
지게 하는 연동장치의 벨트와 같은 것이다. 다만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성화(구원)되어질 수 있다고 존
웨슬리는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39)
2.2. 웨슬리의 실천적 신앙관과 디아코니아
존 웨슬리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살면서, ‘박애
운동’ (Philanthropy)과 ‘자선사업’(Charity works)을 실천했는데, 그것은 그의 실천적
인 ‘성결한 삶’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이웃에게 온전히 나누어주는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40)
1) 존 웨슬리의 실천주의 (선행의 삶) : 18세기에 일어난 메토디스트 부흥운동은
한 마디로 '실천하는 종교'(Practical religion) 내지 ‘실천하는 기독교’(Practical Christianity)
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천하는 기독교’란 믿는바 교리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을
통하여 그 교리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선행(Good works)으로 믿었고,
이 선행은 곧 구원의 조건인 신앙과 사랑의 일치적 외적 증거이다.41)
따라서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
요, 구원 받은 현실적인 증거(열매)가 없는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42) 메토디스트들에게 선행이란 단순히 도덕적 실천 이상의 것으로, 곧 신자
의 구원 여부에 직결되는 현실적 요소였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믿음의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그러기에 더욱 열심히 선행에 힘쓰게 되었던 것이다.43)
초기 메토디스트의 연합신도회의 규칙의 첫째는 남에게 해가되는 모든 종류의 악
을 피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열심히 모든 선을 행하라는 것이었다. 즉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Good to men's souls) 이웃의 몸을 위하여 선을 행하되(Good to
men's bodies), 힘을 다하여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갇힌 자들을 돌보라는 것이었다. 메토디스트는 어디서나 ‘선을 실천하는 자
39) Klaiber, Walter/Marquardt, Manfred: Gelebte Gnade, Stuttgart 1993, 285.
40) The Works of John Wesley(WJWBE), B.E.,(edit. Albert C. Outler, etc.), Abingdon
1975-2003., vol. 3, p.275-276. (The more excellent way): 웨슬리의 설교 [더욱 좋은
길]에서 밝힌 ‘옥스퍼드의 어떤 청년의 삶’은 바로 웨슬리 자신의 삶과 일치한다.
41) cf. Ibid. Marquardt, 117f.
42) Cf. Ibid.(Because there are no ‘faith working by love’.)
43) 이와 같은 신앙은 청교도들이 가졌던 ‘실천 증명론적’(Practical syllogism) 구원론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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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Good doers)이어야 했던 것이다. 웨슬리는 자신과 모든 메토디스트들을 위해 ‘선행
의 규칙’44)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힘과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와 장소와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선을 실천하고 평생토록 선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존 웨슬리의 생애는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으로 일관된 삶을 산 신실한 실천가
였으며, 자신이 평생 가르친 대로 최후까지 자신이 입었던 성의(Robes) 외에는 남긴
재산이 없을 정도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다 투자하고 생을 마쳤다.45)
2) 존 웨슬리의 박애주의 (돈의 사용) : 존 웨슬리는 형식만 있고 생명이 없는
종교를 개탄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진정한 종교는 ‘사랑의 종교’46)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가르쳤다.47) 웨슬리와 메토디스트가 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했던 기독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종교이며, 언제 어디서나 이런 열매를 세상에 보이는 종교이고,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과 목적은 사랑에 있다.48) “사랑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약으
로, 무질서한 세상의 모든 악을 치료하고, 모든 인간의 불행과 죄악을 치료하는데 결
코 실패함이 없는 그런 약이다.”49)
존 웨슬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즉 선행을 이루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돈의
사용’이 중요함을 깨우쳤다. 웨슬리는 [돈의 사용]50)이라는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중에 있는 돈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헐벗
은 자에게 입을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은 나그네들이나 타국인들에게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줍니다. 돈은 과부들에게 남편과 같은 역할을,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와 같
44) John Wesley's [Rules for Christian Living]: Do all the good you can, By all the
means you can, In all the ways you can, In all the places you can, At all the
times you can, To all the people you can, As long as ever you can. ((John Wesley,
http://en.wikiquote.org/wiki/John_Wesley, accessed on Nov. 10, 2011)
45) 존 웨슬리는 일생 동안 총 453권(저작 233 번역 및 편집 220)의 책을 출판하여 많은
수입을 가진 부자였으나, [부의 위험]이라는 자신의 설교(WJWBE, vol.3, p.237-238)에
서 밝힌 대로 1 파운드도 남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생을 마감하였다.
46) 아우틀러는 웨슬리의 ‘사랑의 종교’를 적절하게 표현했다: “믿음은 사랑하기 위한 방
편이며, 사랑은 선행을 위한 방편이며, 선행은 성결을 위한 방편이며, 성결은 행복을
위한 방편이다.” (Outler, Albert C., Theology in the Wesleyan Spirit, Nashivile, 1974, 85-86.)
47) The Works of John Wesley, (WJW), A.M.,(14vols., edit. Th. Jackson & 2.), London,
1831., vol. 8, 3. (An earnest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48) WJW.,vol. 8, 3-4.
49) WJW.,vol. 8, 3.
50) WJWBE, vol. 2, 268. (The use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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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서 억눌린 자들을 보호할 수 있
으며, 병든 자들에게는 건강을, 고통 받는 자들에게는 안위를 줄 수 있습니다. 돈은 눈
먼 자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절름발이에게는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문
턱에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메토디스트의 실천적 박애주의를 천명하였던
것이다.
존 웨슬리의 가르침에 따라 메토디스트에게는 선을 행하는 것과 돈의 사용 방법
은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문제였다. 이와 같이 돈(재물)은 본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
여 온갖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에 ‘세 가지 규칙’51)을 따라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웨슬리는 가르쳤다. 그것은
한 마디로 ‘최선을 다하여 정당하게 벌어서, 가능한대로 최대한 저축하여, 할 수 있는
한 이웃사랑에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는 삶’52)은 웨슬리가
모범을 보이며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이며 박애주의의 실천으로서 인류사회에
사랑의 혁명을 일으킨 하나의 원동력이었다.53)
3) 존 웨슬리의 평등주의 (가난의 이해) : 존 웨슬리가 야외설교를 시작한 이후
로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이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웨슬
리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54) 더욱이 영국과 아일랜드 구석구석까지 찾아다
니는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전도여행을 통하여 웨슬리는 산업혁명으로 빚어진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 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55) 이러한 피해자들과 끊임없이
접하는 가운데 마침내 웨슬리는 가난의 문제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바꾸게 되었고, 디
아코니아적 사역을 위한 근본적인 동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56) “가난한 자들을 적선
이나 자선 수혜대상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비참함을 제거해 주어야 함이 진정한 그
리스도인의 과제라는 사실을 최초로 인식한 이가 바로 존 웨슬리였던 것이다.”57)
51) 돈의 사용에 대한 세 가지 규칙: "1. Gain all you can. 2. Save all you can. 3. Give
all you can."
52) 테오도르 제닝스는 이와 같은 메토디스트의 경제관을 웨슬리의 ‘성경적 경제생활’이
요, ‘복음적 경제학’이라고 칭하였다.(Theodore W. Jennings, Jr., Good News to the
Poor, John Wesley's Evangelical Economics, Abingdon Press, 1990, 22-24.)
53)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웨슬리 후에는 중산층으로 대부분으로 부를 축적하

게 된다. 웨슬리는 종교뿐만 아니라, 신용조합까지도 만들어서 돈을 장려하여 일어나
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의학 서적까지 써서 팔아 한국 돈으로 300억 정도의 수입을 축
적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모든 물질은 사회봉사를 위해 거의 대부분 사용했음도
이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54) cf. Ibid. Kraft 2001, 72.
55) cf. Ibid. Schmolz 1994, 9
56) cf. Ibid. Kraft 2001, 74; Ibid. Marquart 197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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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웨슬리 자신이 밝힌 가난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퇴폐할 대로 퇴폐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버려진 자들마저도 저들을 지은 창조
주와 구속주로 인하여 사랑을 받아야 하며, 연민과 정중함으로 대하여야 한다. 그들의
몸과 영혼, 그리고 그들의 현세적 행복과 영원한 복락은 모든 이들처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58)
만인에게 유효한 우주적 은총과 한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웨슬리의 신학적
사유에서 나온 이러한 근본적 동일가치성(동등성)은 가난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결속으
로 이끌게 되었다.59) “나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한다.”60)라고 고백한 존 웨슬리의 철저
한 가난에 대한 생각은 가난에 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었고, 공식적인 디아코니아
실행으로 이끌었다.
이와 같이 웨슬리에 의한 메토디스트 운동의 제도적 사회성화의 실행은 1) 공동
체적 디아코니아(구제기금과 구제사업(가난 돌보기), 감옥의 죄수돌보기 등)으로, 2)
사회사업적 디아코니아(과부와 노인을 위한 사업, 교육사업과 의료사업 등)으로, 3) 개
혁운동적 디아코니아(감옥의 개혁, 노예해방운동 등)으로 실행되어져 나아갔다.61)
이와 같이 웨슬리의 복음운동이 실천적으로 동반한 ‘복음적 성결운동’(Evangelical
Holiness Movement)과 ‘복음적 박애운동’(Evangelical Philanthropy)은 실로 18세기 영
국의 가난한 노동자계층을 구원하고 영국인의 마음과 생활을 개혁하여 사회와 민족을
살려내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바대로,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성공 배후
에는 그의 끊임없이 실천적으로 추구해 온 박애주의적 디아코니아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론이 아닌 실천적인 복음주의 영성의 조화로운 결과였음을 확실히 인식하
고 우리의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깊이 성찰하며 적용하고 추구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2.3. 메토디스트 운동의 제도적 디아코니아
당시 영국사회의 고아들은 메토디스트들의 자녀들로, 과부와 홀아비들은 메토디
57) Ibid. Marquart 1977, 24.
58) Wesley zit. in Marquart 1977, 34.
59) cf. Ibid. Kraft 2001, 76.
60) 웨슬리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난한 사람들
의 요구를 거절해본 적이 없었고,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최우선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
았다. 웨슬리의 집(목사관) 안에는 특별한 비밀설합(경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돈이 준비되어 있을 정도였다.
61) Cf. Ibid. Marquart 1977, Part A, chapter I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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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들의 형제자매로, 버림받은 노인들은 메토디스트들의 부모처럼 돌보아졌다. 메토
디스트들은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을 동시
에 실행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사회사업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개혁운동적으로 디아코니아 운동을 실행하였다.
1) 공동체적 디아코니아: 웨슬리는 당시 영국의 계급사회 구조 속에서 가난한 사
람들을 실제로 돕는 것을 메토디스트 목회와 전도의 중심으로 삼았다. 따라서 메토디
스트회는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구제헌금을 모아, 신도회마다 ‘빈자기금 청지기’와 ‘환
자 심방인’을 임명하여 이 일을 담당시켰다.62) 특히 런던의 동부지역 슬럼가와 북부산
업지대에서 18세기말부터 메토디스트회의 사회사업이 다양하게 실행되어 오다가, 점차
협동조합과 학교, 사회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는 메토디스트 본부
의 ‘시민사회봉사국’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1960년 이후에는 새로운 종류의
‘인류 구원기금’(Fund for Human Need)이 설립되어 전세계로 그 지평을 넓혔다. 특히
이 기구는 ‘메토디스트 세계선교회’와 협력하여 활동하며, 세계의 큰 재난사태에 즉각
적으로 응답하고 있다.63) 또한 ‘세계 구라(한센씨병) 사업’에 오랫동안 주요 지원그룹
으로 헌신해 오고있다.
이와 같이 메토디스트는 ‘주는 것’을 신앙의 직접적 표현으로 인식하여, 웨슬리
시대부터 가난과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메토
디스트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으로 믿고 시행하였다. 따라서 구제기금을 통한 박애사
업은 메토디스트회의 특징적인 전통이며 선교방법이다. 이것은 메토디스트의 만인구원
론적 복음주의 정신이요, “할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는 웨슬리의 정신을 따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메토디스트인의 모습이다.
또한 감옥의 죄수를 돌보는 일은 웨슬리 가문의 전통과도 같았기에, 웨슬리는 일
평생 감옥의 죄수 전도와 돌봄을 전도자의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였다. 많은 죄수들이
웨슬리의 설교와 기도를 듣고 회심하여 신생을 체험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와 평
화를 얻고 천국의 소망 중에 사형대에 올랐다. 웨슬리는 브리스톨과 런던의 감옥들을
가능한 한 매주 1회씩 방문하여 교도소 목회를 일생동안 계속했고, 이후 메토디스트
설교자들도 웨슬리의 모본을 따랐다. 1743년부터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하는 것을 메토
62) 웨슬리 이후, ‘성만찬 헌금 청지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환우방문 봉사자들이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메토디스트회의 구제기금 헌금장려(1850년 웨슬리안 총회)
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있다. (cf. Policy and Politics in British
Methodism 1932-1982, Edsal, London 1984, p.529-530.)
63) cf. Policy and Politics in British Methodism 1932-1982, Edsal, London 1984,
p.52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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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 신도회의 규칙으로 정하였고, 1778년 총회부터는 죄수목회를 메토디스트 설교
자들의 의무로 결정하였다.64) 교도소 목회는 지금까지 메토디스트 사회선교의 귀중한
전통이 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130 여개의 교도소 원목실을 운영하고 있다. 웨슬리 이
후 위대한 죄수 전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65), 메토디스트회는 출옥한 죄수들을 위
한 17개의 재활의 집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웨슬리안 메토디스트 교회는 19세기 초부터 런던을 위시한 대도시와 지방
의 중심지에 ‘메토디스트 중앙회관’(Methodist Central Hall)을 설립하여 지역단위로
박애운동을 실행해 오고있다. 본래 메토디스트 운동초기부터 신도회를 중심으로 해 오
던 일을 중앙회관에 집결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메토
디스트 중앙회관은 신앙활동의 실행장소로서 종합적 박애운동 센터이며, 각종 사회문
제에 대처하는 사회봉사 사업들을 착실히 시행해 오고 있다.66) 이는 곧 사회성화의
선교적 활동으로 메토디스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 여개의 메
토디스트 중앙회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메토디스트 선교사회에 의해 양차 세계대
전 후 ‘국제 메토디스트 집’(Methodist International House)를 지어 국내와 영국으로
몰려든 국외 유학생들에게 아주 값싼 기숙생활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선교와 국제
유대관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하였다.
2) 사회사업적 디아코니아: 존 웨슬리는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과 버려진 고아
들에 대해 뜨거운 사랑을 품고 1743년에 초기 메토디스트 북부 선교전략기지가 된 뉴
카슬에 ‘오펀 하우스’(Orphan House: 고아원)67)를 설립하고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러
나 보다 시급한 전도적 요청에 밀려 결과적으로 이 오펀 하우스 건물은 본래의 목적
64) Marquardt, Manfred: Praxis und Prizipien der Sozialethik John Wesleys, Goettimgen
1977, p.80-85.
65) 특히 실라 톨드(Sila Told)는 유명한데, 그는 1744년부터 일생동안 브리스톨의 뉴게이
트 감옥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형수들을 위로하며 돌보았다. 화가 호가드(Hogarth)의
그림 ‘타이번에로의 행진’ 속의 인물이 바로 실라 톨드이다.
66) 메토디스트 중앙회관의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데, 어린이, 청소년,부녀들과 노인들
돌봄, 실직자 돕기, 장애자 돕기,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돕기, 알콜중독자 돕기, 노숙
자 돕기, 절제운동과 평생교육 등의 각종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
67) 이 오펀 하우스는 당초 웨슬리가 모라비안의 영향으로 회심에 이르게 된 후, 당시 모
라비안들을 지도하고 있던 진젠도르프와 헤른후트를 방문하기 위해 독일에 들렀을 때,
독일 루터교에 속한 독일 경건주의의 지도자 헤르만 프랑케와 할레의 고아원과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당시의 할레의 고아원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구조와 기능
을 본떠 이 오펀 하우스를 건립하게 되었고 이름도 할레 고아원의 이미지를 따라서 그
렇게 명명하였다. 하지만 한 세기가 훨씬 넘도록 설교처소로, 웨슬리 자신과 순회 설교
자들의 체류거소로 활용 되어졌으며, 더욱 잉글랜드 북부지역과 스코틀랜드 지역을 총
괄하는 감리회의 북부지역 본부로서 더욱 공헌하게 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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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사뭇 다른 용도로 사용 되어졌고 웨슬리 시대에는 한번도 본래의 계획과 비전이
성취되지는 못하였다.68) 그러나 그 비전의 유산은 계속 이어져 마침내 메토디스트회
는 ‘고아와 과부의 교회’라 불리게 되었다.
메리 보산퀘트(웨슬리의 후계자 존 플레처의 부인)가 리톤스톤에 고아원을 설립
하였으며, 1806년에는 메토디스트 평신도에 의해 여자고아학교(Female Orphan
School)가 설립되었다. 이후 고아시설과 학교시설이 연결된 사업으로 크게 확장되어
18세기 후반과 19세기의 영국 산업지대의 고아들과 가난한 집 어린이들 대부분이 메
토디스트의 돌봄과 교육을 받게 되었다.
1869년부터 젊은 메토디스트 목사 스티븐슨(Thomas Stephenson)은 두 명의 젊은
메토디스트 주일학교 교사와 함께 런던의 버려진 어린이들을 위한 가정(Home)을 만
들어 가난과 범죄와 악과 타락으로부터 구원해 내기 시작했는데, 이 집의 처음 이름이
‘어린이들의 집’(Children's Home)이었다. 1872년에 랑카셔 무어에 두 번째 어린이집이
세워진 이후로 계속 확장되어 1908년에는 전국적으로 지방마다 어린이집이 설립되어
최근까지 영국내에만 40개의 어린이집에서 5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사회로 나
갔으며, 150 여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69) 어린이집 사업은 정신박
약아와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의 현재의 명칭은
N.C.H. Action for Children 이다.
또한 웨슬리는 런던에 두 개소의 ‘구빈원(The Poor House)’을 세웠는데, 그 중 하
나가 가난한 과부들을 위한 집이었다. 1766년에는 따로 ‘과부의 집’을 설립하였고,
1846년 경에는 여러 지방에 구빈원이 설립되었는데, 이 중에는 전쟁미망인을 위한 메
토디스트 자선의 집들도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지방과 구역단위로 가난한 과부들
과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들을 위한 메토디스트 집’(Methodist House for the Aged)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는 ‘양로원’의 형태로 발전 되어졌는데, 메토디스트회는 교회적
으로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메토디스트 원로목사의 집’도 따로 운영하
고 있다.
68) 만일 웨슬리가 처음 의도와는 달리 뉴카슬에서는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고아원’
운영을 중심한 전도사역이 어렵거나 불가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더라면 곧바로 명칭을
보다 합당하고 걸맞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가 실제와
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여 끝까지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업
이 포기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젼을 유산
으로 남겨 주었음을 알 수 있다.
69) Terry Philot, NCH Action for Children, Lion Book, Oxford, 1994, p.3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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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1777년에 런던 메토디스트회는 ‘병자방문과 구제를 위한 연합회’(The
United Society for Visiting and Relieving the Sick)를 설립했고, 1772년에는 맥키에
의해 ‘기독교 공동체’(Christion Community)가 설립되었고, 1785년에는 가드너(John
Gardner)가 메토디스트 친구들과 함께 ‘나그네 동무회’(The Stranger's Friendly
Society)를 설립하였다. 그 이후로 메토디스트 신도회가 설립되는 도시마다 나그네 동
무회가 설립되었고, 메토디스트 예배당은 언제나 집 없는 사람들과 곤궁에 처한 산업
노동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기독교 공동체와 나그네 동무회는 주로 집 없는 사람들,
공장의 가난한 노동자들, 갈 데 없는 병자들 뿐 아니라, 현재는 지역교회들에 의해 알
코올중독자들까지 포함한 디아코니아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무엇보다도 일찍이 웨슬리 형제는 옥스퍼드 시절 신성회(Holy Club) 당시부터 죄
수들의 자녀를 위한 간이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웨슬리는 1748년에 최초의
메토디스트 학교라 할 수 있는 킹스우드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도 남아있다. 이듬해에
는 킹스우드에 소녀주간학교와 소녀고아학교와 함께 세 개의 메토디스트 학교가 생겨
졌다. 킹스우드학교는 원래 광산촌의 가난한 광부자녀들을 중심한 자선학교(Charity
school)로 초등과정으로 출발하였는데 웨슬리 만년에 중.고등과정으로 증설되었다. 그
후 웨슬리는 브리스톨과 런던 파운드리에도 학교를 세워 운영하였다. 교육사업은 이미
살펴본 고아사업과 어린이집 운영과도 함께 이루어졌다.70) 당시 영국 메토디스트회는
전국 어디서나 ‘주일학교’71)와 주간학교를 운영하여 가장 좋은 어린이 교육을 실행하
고 있었으며, 점차 정규교육기관으로 발전해 갔다. 1800년대 초부터 ‘공장학교’(Factory
school)72)를 비롯하여 1833년에는 700 여개의 주간학교들이 있었고, 1903년부터는 기
숙생활학교가 시작되었고, ‘20세기 기금’(20c Fund)을 설립하여 메토디스트 대학을 세
우고 대학보내기운동이 일어났다.73)
70) 뉴카슬의 오펀하우스도 1858년부터는 ‘오펀하우스 웨슬리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1878년에는 어린이집 출신 여성들이 어린이 양육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였는
데, 졸업후 ‘어린이들의 자매회’(Sisters of Children)를 조직하여 어린이교육에 헌신하
였다. 이 단체는 메토디스트회의 ‘여집사회’(Methodist Deaconess Order)로 발전하였다가
현재는 ‘사람들의 자매회’(Sisters of the People)로 형성되어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다.
71) 최초의 공식적인 메토디스트 주일학교는 1769년 한나 볼(Hanna Ball)이라는 여성교육
가에 의해 설립되었다.
72) 당시 가난한 집 아이들의 학교라는 이유로, ‘누더기학교’ 또는 ‘거지학교’라고 불려지
기도 했다.
73) 이 시기에 북부의 Hull과 Sheffield에 대학이 세워졌고, 이미 세 메토디스트 교사양성
대학(옥스포드에 위치한 Westerminster College, Southlands College, 칼버에 있는 Cliff
College)이 있었고, 그 외에 메토디스트 간호사학교와 후에 루톤(Luton)산업선교대학이
1959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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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존 웨슬리는 1741년부터 메토디스트 신도회 내에 병자 방문인들
(Visitors of the sick)을 두어 병자치유목회를 담당케 했으며, 1739-1746년 사이에 브
리스톨과 뉴카슬, 런던에 무료진료소(Free medical dispensary)를 설립하였다. 또한 존
웨슬리는 1745년과 1747년에 각각 ‘처방전모음’과 ‘원시의학’을 저술하여 당시 가난한
자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증진에 크게 공헌하였다.74) 심지어 웨슬리는 1753년에
각종 신경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치료기를 자신이 직접 고안해 내기
도 하였다. 웨슬리는 인간의 영혼과 몸의 고통을 함께 돌보는 사랑의 사도로, 전인적
목회자로 살았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3) 개혁운동적 디아코니아: 감옥의 죄수들을 돌아보던 웨슬리에게 감옥의 비참함
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었다. 웨슬리 당시의 형벌제도는 매우 가혹해서, 작은 범죄
에도 무기징역이나 교수형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사람에게는 무
자비하게 형벌을 내렸으며, 특히 빚을 못갚을 경우에는 무조건 감옥에 가야만 했다.75)
감옥 내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여서 죄수들이 병들고 정신이상을 일으켜 죽어나갔다.
당시 웨슬리는 감옥의 잘못된 점들을 신랄하게 지적하여 실제로 감옥의 환경과 죄수
들 처우개선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고 운동을 벌여나갔다.76)
또한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운동은 사회적 도덕생활 개혁으로서 사실상 세계
기독교 절제운동의 시작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금주운동이 핵심이었다.77) 1827년 원시
메토디스트회(Primitive Methodist) 총회는 보다 강력한 금주를 선언하였다.78) 그러나
오늘날의 절제운동(Temperance Movement)은 1832년 ‘프레스톤의 7인의 서약’(Pledge
of the 7 Men of Preston)이라는 금주운동 서약문이 메토디스트인 리베시(Joseph
74) 웨슬리가 쓴 의학소논문(가난한 이들을 위한 처방전 모음)에는 63 가지 질병에 대한
민간치료법이 소개되어있고, 원시의학(Primitive Physics)에는 당시 알려진 250 종류의
질병에 대한 총 829 가지 민속의학적 치료방법을 소개하였고, 23회에 걸쳐 출판되었다.
75) Marquardt, Manfred: Praxis und Prizipien der Sozialethik John Wesleys, Goettimgen
1977, p.75-79.
76) 당시 웨슬 리가 지적한 감옥의 잘못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환경,
세상과 완전분리, 더러운 오물로 질병만연, 비도덕적 행위를 배우는 죄악의 온상, 부자
와 가난한 자 사이의 불공평한 재판과 대우, 전쟁포로 죄수들에 대한 학대 등이다.(W.
J. Warner, The Wesleyan Movement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pworth, London,
1930, p.237.)
77) 1787년에 그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술을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썼으
며, 웨슬리 당시로부터 오늘까지 메토디스트는 영국사회의 금주운동가 내지 금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78) 1842년부터 휴 본(Hugh Bourne: 1897년 절제운동 총무직 수행)을 중심으로 활기찬
사회절제운동을 전개해 나갔는데, 당시 콘월지방은 ‘금주 웨슬리안 메토디스트들’이라
는 그룹이 형성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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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ey)에 의해 전파되면서 본격화 되었다.79) 웨슬리안 메토디스트회는 1875년에 ‘절
제운동 위원회’(Temperance Committee)를 만들었고, 1918년에 이 위원회의 명칭이
‘절제와 사회복지국’(Temperance and Social Welfare)으로 바뀌어 보다 발전되었다.80)
현재 메토디스트 교회는 ‘기독교 시민사회국’(Dep. of Christian Citizenship)을 두어 절
제운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문제에 관한 봉사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존 웨슬리는 당시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생활
하던 산업공장지대의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웨슬리의 부흥
운동과 메토디스트 선교는 영국 북부 산업지대에서 더욱 활발하였다. 산업지대의 메토
디스트 신도회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각종 어려움을 돌보고 가르치며 부모와 안식처
의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연히 노동조합운동을 태동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산업운동의 산물 중 하나인 노동조합운동은 18세기 말엽의 메토디스트
사회선교가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81) 메토디스
트 노동운동의 영향과 결과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평등과 자유
사상을 일깨워 주었으며, 복음적 사랑의 실천을 깨우쳤으며, 도덕생활의 개혁과 교육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실질적 효과를 많이 거두게 되었다.82)
1950년경 가우란드(William Gowland) 목사는 남부의 공장지대 루톤(Luton)에 산업선
교기지를 마련하게 되었고, 1959년에 루톤 산업선교대학을 세워 근로자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산업전반교육과 직업교육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83)
79) 리베시는 1830년의 맥주집 법령(Beer House Act) 공포에 반대하여 조직적으로 금주운동
(Teetotalism)을 벌이며 지방마다 절제회(Temperance Society)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80) 1933년 총회에서는 ‘절제운동에 관한 메토디스트 교회의 선언’을 공포한 후, 1951년에
개정하였으나, ‘음주를 삼가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1942년 총회는 발효
되지 않은 포도주만을 사용토록 하고있어, 성굥회와의 통합논의에 하나의 걸림돌로 남
아있다(Policy and Politics in British Methodism 1932-1982, Edsal, London 1984,
p.433-445).
81) 노동조합운동은 본래 그 목적이 정치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 있었으며, 임금과 노
동조건 그리고 노동법 개혁 등 실질적 목적달성에 있었다. 대륙의 노동운동이 주로 칼
막스(Karl Marx)의 영향이었다면, 영국의 노동운동은 메토디스트의 영향으로 발전하였다.
82) 2차 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절반 이상이 메토디스트 평신도 설교
자들이었고, 노동조합의 구성도 메토디스트의 속회와 반회 그리고 구역회의 조직형태
를 그대로 본 뜬 것이었다. 메토디스트 노동운동가들은 기독교적이고 메토디스트적 태
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훌륭한 중재역할을 수행하였다.
83) 18~19세기의 영국 메토디스트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자료로는, Wearmouth, Robert F.,
Methodism and the Working-Class Movement of England 와 The Struggle of the
Working Classes 1850-1900 이 있으며, 산업선교대학에 관해서는 Turner, John M.,
Modern Methodism in England, (Epworth, 1988)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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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당시로서 중요한 사실은 노예폐지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
이다. 웨슬리가 노예제도를 처음 목격한 것은 1736년 7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톤을 방문했을 때이다. 그는 자기의 일기에서 노예들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탄
원하였다.84) 그는 1772년 2월에 노예제도에 관한 책을 읽고서, 이토록 야만적이고 무
서운 죄악은 역사상 없었음을 깨닫고는 잔인한 노예시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
다.85) 1774년 웨슬리는 ‘노예제도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글을 출판하면서 본격적으로
노예제도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86) 웨슬리는 1791년(2월 23일)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메토디스트 여성교사에 의해 양육 받은 지도자인 국회의원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에게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예제도를 종식시키
라고 격려하였다. 윌버포스는 대부분 메토디스트들의 서명을 받아 노예폐지법안을 국
회에 제출하였고, 1807년에 노예매매 폐지법(The Abolition Act)이 통과되었고, 1833년
에는 노예해방 법령(The Emancipation Act)이 드디어 선포되므로 노예제도는 종식을
고하게 되었고, 당시 약 80만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노예폐지
운동은 미국의 노예해방에도 실질적 영향을 주게 되었다.
나가면서
1. 종교개혁 500주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려고 하니,
우선 하비 콕스의 ‘종교의 미래’(김창락 역, The future of the faith)가 화두로 떠오른
다. 그의 담론 중 무엇보다도 감명 깊었던 내용은, 동적이고 실천적이었던 본래의 예
수운동이 콘스탄틴의 정치이용물로 전락된 이래 신앙이 교리화 되었고, 마침내 신조를
머리로 수긍하는 차원의 믿음으로 정착되어 지나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의 장구한
역사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오도 내지 왜곡된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이미 오래전에 독일에서 시작된 디아코니아학에서 간파한
사실로, 디아코니아 운동을 중심축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운동이 초대교회
에서 잠시 활발히 전개되다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전락함과 동시에 점차 그 뜻이 왜곡
되어 급기야는 그 정신이 잊혀져버리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왜곡은 구약성서 속에서도 이미 한 차례 크게 치명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
었다. 구약의 중심사상은 율법의 바탕 위에 정립된 ‘야훼신앙’이었는데, 이 율법은 하
비루 정신에 기초된 히브리즘 사상으로 결국 이 율법의 완성이 곧 복음(율법의 정신)
84) 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JJW) A.M., 8vols., London, 1916, vol.1,
p.39(31.July 1736).
85) WJW., vol.11, p.67-68(Thought upon slavery).
86) WJW., vol.11, 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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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성서전체는 결국 하나 이다. 즉 그 ‘하나’는 ‘야훼신앙’으로서의 ‘복음신앙’을 일
컫는다. 그런데 그 성서 속에는 이 야훼신앙을 파괴하려는 이단세력이 야훼의 이름으
로 버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합종교로서의 ‘바알신앙’이다. 야훼의 이름은 가졌으
나 내용적으로는 바알사상으로 가득찬 혼합종교가 바로 다윗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왕
조신학사상이며, 그 왕조신학은 성전신앙과 제사신앙을 핵심으로 하는 다윗계약사상을
말한다. 이미 모세는 광야에서 시내산 율법에 의한 훈련과정을 거친 후에 계약의 갱신
을 통해 야훼신앙의 실천적 생활화를 가르쳤고, 그 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거쳐 사
무엘에게로 이어졌으나, 사울에 쫓겨 사제군사 집단을 이끌고 이방을 전전하는 가운데
반율법적 바알사상에 물들어버린 다윗에 의해 야훼신앙이 바알신앙으로 혼합되어버리
고 말았다. 그 증거는 이 다윗계약에 기초한 유대교(오늘날까지도 소위 다윗별을 그려
놓고 다윗과 같은 메시야를 꿈꾸고 있는)가 예수 당시까지 이어져 바른 야훼신앙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첨예하게 충돌하게 되는 데서 뚜렷이 드러난다. 물론 이미
그 당시에도 왕조신학의 왜곡된 잘못을 향해 비판의 화살이 선지자 그룹을 통해 신랄
하게 퍼부어졌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왜곡되어 율법의 본래정신에서 이탈한 다윗계약을 역사적 콘텍스트를 외
면한 채 문자주의로 읽어 성서를 동화 또는 신화로 취급함으로써 다윗중심의 신학을
구축하고 유대교적 왕조신학 중심으로 설교하며 목회해 온 것이 지나온 세월의 우리
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바로 낮은 곳 즉 사회적 약자를 향하는 헤브라이즘적
야훼신앙을 져버린 우리의 목회의 슬픈 모습이었고, 오로지 저 높은 곳만을 향하는 경
쟁을 부추겨 추구해온 헬레니즘적 번영신학87) 내지 기복신앙이었던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왕조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전락하고 말았듯이 우리의 현실 목회는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위급한 사태에 직면한 오늘 우리의 목회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 것인
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자명하다. 본래의 율법정신을 찾아
야훼신앙을 회복해 내는 길 뿐이다. 그것은 곧 율법정신을 완성하신 예수의 복음정신
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을 ‘섬기는 자’(디아코노
스)로 신분을 밝히시고, ‘섬김’ 즉 디아코니아를 설파하시고 디아코니아로 살아내시다
87)
번영신학은 중세 스콜라주의의 영광의 신학이 시대를 뛰어넘어 부활한 신실용
주의적 세속신학 내지 물질신학(일종의 성공 위주의 기복신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번영신학의 섬김이해는, 한 마디로 “번영 없이는 도움도 없다”는 입장처럼,
섬김을 유보한 채 번영에만 몰두하면서 끝도 없이 물량적 축적만을 추구하고 있다 하
겠다. 미국의 왜곡된 번영신학을 그대로 답습해 온 한국의 번영신학은 이제 다시 종교
개혁적 십자가신학으로 돌아가 본연의 자세로 섬김의 신학을 추구함으로서 왜곡되고
침체된 한국 개신교를 재건하여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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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침내 디아코니아의 최고절정이자 최후승리인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정신을 따르는 바로 그 길일 것이다.88)
2. 그 동안 한국의 개신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만 강조하여 가르치기만 하고 실
제로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에는 등한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교회 내에만 안주시킨 “바빌론적 포로상태”라 일컬을 수 있
지 않을까? 오래 전 루터가 비유로 언급한 “바벨론 포로 속의 교회”가 바로 오늘의
한국교회에도 해당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진정한 의
미의 성서적 관심과 성서의 핵심사상인 ‘디아코니아 사상’과 그것을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을 망각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
니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디아코니아적 역할수행에 등한히 해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오인한 데서 비롯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고, 그로 인해 한국 교회의 신앙고백과 신학사상에서의 신
앙이 실천이나 봉사적인 면이 강조 되지 않고 단순히 믿음이라는 피상적인 것들만을
강조해 온 것 등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89) 비록 통계적으로는 어느 종교
집단 보다도 사회봉사에 앞장서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는 있지만, 다른 목적을 위
해 활용하는 차원의 그러한 물량적인 것으로는 성서의 디아코니아 정신 즉 복음정신
을 왜곡시키고 심지어 말살하는 아주 잘못된 통회해야할 사실이기까지 하다고 감히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한국교회는 지나친 교회중심적인 모습으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감금 시켜두는 모습의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또 교회의 본연
의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그 자리에 정주하며 만족해 온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
한국교회는 해방되어야 한다. 성도들을 해방시켜 사랑을 위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할
것이다. 참다운 자유와 그 자유를 통한 기쁨은 사랑의 행위 속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
이다. 신앙의 자유, 그것은 바로 ‘사랑’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능케 해 주는 유일한 성
서적 바탕의 길이 바로 ‘디아코니아’이다. 이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핵심 사명이자, 교
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90) 지금까지 우
88)
바로 이 ‘디아코니아적 목회’가 가장 절실한 본래적 목회회복이자, 미래적 목
회 패러다임이라 믿는다.
89) 게다가 현실적 내지 실천적 면에서의 문제들로는 개 교회 중심적인 구조상의 문제를
비롯한 디아코니아에 관련된 교회교육의 부재 및 훈련을 통한 경험부족과 교회의 할당
된 재정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다.
90)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디아코니아의 실현을 위하여, 먼저 ‘섬김을 받으
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선포해야 할 것이며, 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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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바빌론 유배처럼 된 교회와 포로처럼 된 성도들이 오늘의 왜곡된 한국교회의 상
황 속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온 “실천 있는 신앙관”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의 회복을 통해 구속적 해방과 사랑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며, 디아코니아적 목
회관과 교회관의 회복은 실로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면서, 이를
위해 목회현장 속에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한 목회의 방향을 ‘디아코니아적 목회’를 추
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해 이제라도 한국의 개신교회는 디아코
니아교회로 귀향하여야 할 것이다.91)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에
충실하면서 현실 속에서 실천을 강력하게 추구했던 존 웨슬리를 통해 그 대안적 길을
제시하고자 잠시 묵상하여 본 것이다.
1997년 10월 15일 독일 브레멘에서 가진 독일개신교연합의 디아코니아회의에서
채택한 „디아코니아의 이상“은, 미래를 향한 방향성과 특성을 제시하여 본래적 개혁을
위한 준비자세를 일깨워 준다고 보아, 그 중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한 대목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한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존재적 표현이다. 말씀선포와 함께 디아코니아는 교회를
이끄는 하나의 축이다. 교회의 온전성은 디아코니아적 교회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교
회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디아코니아적으로 개혁되고 혁신되어야 마땅
하다. 먼저 말씀선포와 성례를 내용으로 하는 교회의 예배가 디아코니아적으로 정위되
고(orientieren) 정초되어야(verankern) 한다. 이 예배를 통해 „타자를 위한 삶“으로의
변화(회개와 칭의)와 혁신(중생)이 일어나야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성화)하며 행복(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디아코니아적 믿음의
장이요, 디아코니아적 사랑의 장이요, 디아코니아적 희망의 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디
아코니아적 교회는 조직과 직제와 목회의 모든 내용들이 디아코니아적으로 개혁되고
혁신되어야 하는 바, 이는 구약과 신약성서는 물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적 삶을 통해 보여주신 복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아코니아 없는 교회나 교
회 없는 디아코니아는 생명 없는 무의미한 것이기에, 교회와 디아코니아는 하나인 것이
다. 디아코니아는 세계적 안목과 관점에서 에큐메니컬적으로 연합하고 연대되어야 한다.”
병든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와 나눔과 섬김을 갖는 사회공동체적 교회로 세상
에 열려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91) 디아코니아적 실천적 목회사역에로의 귀향은 결과적으로 우선 개체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면서, 교인들의 실천적 신앙관 형성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며, 또한 왜곡된 한국교회에 대한 각성과 대안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특히 침체
된 한국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 신앙관과 바른 구원관으로
이상적 기독교운동을 펼치는 바른 목회자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영적 카리스마를 회
복하게 되어 일반사회로부터의 바람직한 교회인식과 함께 선교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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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3-B-1
“존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적 실천”에 대한 논찬
김 옥 순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 디아코니아학전공)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내부와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은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박인갑 박사는 논문 “존
웨슬리의 디아코니아 실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감리교 웨슬리
목회의 본질적 요소인 디아코니아사역을 조명하는 속에서 현대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목회내용으로 디아코니아사역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 박인갑 박사의 본 논문
은 오늘날 특히 한국 개신교 교회개혁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디아코니아 목회를 통
한 본질적 교회개혁 방향에 통찰을 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훌륭한 논문이라 생각
하며 감사드린다.
여기서 논찬자는 본 논문내용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논
문내용을 간략히 짚어본 후,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
첫째, 박인갑 박사의 연구논문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친
첸도르프를 부분적으로 조명하였다. 즉, 웨슬리의 성화론에 근거한 인간 의성과 친첸
도르프의 칭의론에 근거한 인간의 의성에 의한 구원론적 디아코니아에 대해 서술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박인갑 박사는 친첸도르프가 “모든 신앙인의 완전성은 그리스도에게
서 이루어졌기에(Omnis nostra perfectio est in Christo.),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
일 뿐이다(Christus est sola perfectio nostra.)’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하기에 오직 그
리스도인의 완전성은 단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Omnis Christiana
perfectio est, fides in sanguine Christi.)”으로 이해하였고, 웨슬리는 “우리의 완전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하여짐“(성화
과정)으로 가능하다(Ego vero credo, Spiritum Christi operari perfectionem in 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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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is.)”고 비교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연구자는 친첸도르프가 “‘완전성은 (그리스
도의 보혈을 수혈 받듯이) 주입 되는 객체’ (imputata perfectio)로 보면서, “나는 우리
의 삶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이고 잠정적인 완전성을 결코 인정 못한다”(Nullam
inhaerentem perfectionem in hac vita agnosco.)“는 점과 “그리스도적 완전성은 온전
히 주입되는 것이지 내재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Est tota Christiana perfectio,
imputata, non inhaerens.)”는 주장한 것에 대항해서 “웨슬리는 그 사상이 잘못 뒤집어
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박인갑 박사는 친첸도르프가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는 믿음의 바로 그 순간
에 칭의 되고 성화 된다.‘ (Eo momento quo justificatur, sanctificatur penitus.)”고 보
았기에 “우리가 성화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랑하게 되며’ (Totaliter amateo
momento, sicut totaliter sanctificatur.)”,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순간에 일어나기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Sanctificatio totali sac Justificatio in eo dem sunt
instanti; et neutral recipit magis aut minus.)”것으로 주장하면서, 웨슬리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고후 4:16)는 “은혜 안에서의 점진적인 성화’(crescendum esse
in gratia.)”에 나타난 성화론적 입장을 거부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
를 박인갑 박사는 친첸도르프가 “루터의 ‘신앙의인’(칭의)과 중생 사상을 오인한 결과”
에서 온 “성화와 완전성은 믿음 자체만으로 가능하다”(Sanctitas evangelica est fides.)
는 주장으로 보았고, 이와는 달리 웨슬리는 “신앙 자체만이 아닌 사랑도 성화와 완전
성의 근거와 증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보았다.
둘째, 박인갑 박사는 웨슬리에게 있어 디아코니아를 근거시켜주는 신학은 어떠한
전제조건 없는 만인에게 유효한 우주적인 하나님 은총의 구원론임을 말한다. 즉, 웨슬
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관련해서 “‘칭의’가 “우리를 위해(for us) 행하신 하나
님의 사역”이고, ‘중생’이 “우리 속에서(in us)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인데 비하여, ‘성
화’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그리스도인 자체’를 말하는 “하나님과 만인에 대
한 사랑의 삶”이기에 성화는 “우리를 통해(through us)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필연적인 결과“로 생각하기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성화(구원)되어
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웨슬리의 이러한 구원론은 ‘실천하는 기독교’를 추동시키며,
“믿는바 교리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을 통하여 그 교리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선행이
며, 이러한 “선행이 곧 구원의 조건인 신앙과 사랑의 일치적 외적 증거”임을 말한다.
박인갑 박사는 웨슬리에게서 디아코니아가 구원의 조건인 신앙과 사랑이 일치하는 삶
으로 나타나는 구원론임을 밝혀주고 있다.
셋째, 박인갑 박사는 웨슬리의 만인구원론적 복음주의 정신으로 평등과 박애의
디아코니아지평과 실천을 기술하였다. 즉, 웨슬리의 목회 영역에 속한 공동체적 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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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니아, 사회사업적인 디아코니아, 사회개혁적 디아코니아지평 속에서 아주 다양한 디
아코니아활동 실천함으로 개인 돌봄뿐 아니라, 사회구조와 제도 개혁으로 이끌어냈음
을 밝혀줌으로 복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가 감리교뿌리에 놓여있음을 들어 올려 주었
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논찬자는 박인갑 박사의 귀한 연구논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
첫째, 박인갑 박사는 경건주의자 친첸도르프가 루터의 “칭의론과 중생사상을 오
인한” 결과로 “성화와 완전성은 믿음 자체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았
는데, 과연 루터는 칭의론과 중생사상을 구분해서 보았는가? 또한 웨슬리에게서 나타
난 성화나 완전성개념이 루터의 이신칭의 사상과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가? 친첸도
르프는 당시 정통루터주의자들이 은총만을 강조하여 신앙과 사랑의 실천을 분리시키
는 것에 대항해서 본래 루터의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론으로 신앙과 사랑실천의 일치
를 이루는 공동체적 디아코니아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친첸도르프를 루터적
칭의론과 직접 관계가 있기보다는 “정적주의에서 보여주는 반율법주의적인 특성”으로
본 것은 타당한 것인가?
둘째, 웨슬리의 칭의, 중생, 성화로 구분되는 것에 의한 점진적 성화의 구원론은
자칫 신앙인의 행동을 통한 단계적 구원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과 결과적으로 선행
의 공덕사상에 의한 구원론으로 머무는 것은 아닌가? 또한 이는 대륙의 18세기 정통
루터주의자들과 혹은 로마 카톨릭 내지 영국성공회(?)의 선행 공덕사상과 어떠한 차이
를 가지는가?
셋째, 웨슬리는 개인, 교회, 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차원의 디아코니아 목회사역
을 위해 어떠한 교회론과 교회의 직무구조를 제도화하였는가? 웨슬리는 소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와 같은 소그룹운동으로 볼 수 있는 평신도들의 성스러운 모임 “신성
그룹"(Holy club) 등을 통한 디아코니아활동을 위해 어떠한 교회론적 직무를 제도화
하였는가?
넷째, 전체 논문구성으로 볼 때, 서론과 결론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좋겠고, 각
주도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논찬자는 박인갑 박사의 좋은 연구논문을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
리며, 본 논문이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타산지석으로 삼는 귀중한 도전과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논찬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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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3-B-2
“존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적 실천”에 대한 논찬
옥 진 한 박사

(기감 수봉로교회 /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
먼저 논찬자는 감리교단의 목사로서 존 웨슬리의 행적을 디아코니아와 관련하여
다룬 연구논문을 대하게 되어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리교회의 디아코니아
학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차에 박인갑
박사의 “존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적 실천”에 대한 연구논문은 가물에 단비와 같은 귀
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길을 잃은 한국교회에게도 방향성을 일깨우
는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코니아를 논구할 때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이해’에 대
한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곤궁의 깊은 곳, 그
들에게 제공되는 도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성의 깊은 곳까지 되돌아가
야 한다.’는 비셔른(Johan Hinrich Wichern)의 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성
서에 계시된 신 인식으로부터 디아코니아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논
찬자는 “당신이 어떤 성서해석학적 안경을 끼고 성서를 보고 있는지를 내게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클라우스 뮐러(Klaus Müller)의 물음을 떠올려 보면서 박인갑 박사의 디아코니
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엿보게 됩니다. 박 박사는 디아코니아의 어원을 파자(破字)
하면서, 그리고 히브리의 어근을 살피는 것을 필두로 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야
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디아코니아적 신 인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선 디아코니아의 전망대에서 존 웨슬리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디아코니아적 관심
과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살았던 디아코니아적 삶과 그의 사역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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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코니아 실천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성장 배경과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서적들에 대한 박인갑 박
사의 언급은 그에게 디아코니아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된 요인으로서 적합한 접근이었
습니다.
중세기 신비주의 수도 성직자인 토마스 A. 켐피스(T. A. Kempis)와 영국 국교
회의 주교이며 신비주의 영성가인 제레미 테일러(J. Taylor),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교
수요 존 웨슬리의 스승인 윌리엄 로우(W. Law)의 책들은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일평
생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의 교과서가 되었으며 그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
치는 완전한 헌신을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를 주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터 그의 삶에 유일하고도 전적인 목적인 완전한 사랑(perfect love)으로 하나님을 사
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일생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일평생 전진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일평생 거룩한
독서에 매진하였으며, 특히 신약성서와 초대교회에 관한 서적과 프랑케를 비롯한 독일
경건주의 서적들을 탐독함으로써 영성과 신앙실천의 디아코니아적 삶을 추구해 나갔
음을 밝힌 박 박사의 논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존 웨슬리는 조지아 선교 실패 이후에, 그리고 헤른후트 공동
체로부터 영국 선교사로 파송 받은 모라비안 교도인 피터 뵐러(Peter Bӧhler)를 만난
이후에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
을 수 있음을 새롭게 깨닫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전에 도달할 수 없
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자신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고뇌하고 방황하기도 하였습니
다. 그러던 중,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올더스게이트 거리(Aldersgate
Street)의 네틀톤 코트(Nettleton Court)에서 모이는 모라비아 신도회의 기도회에 참석
했다가 마음 뜨거운 감동과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my saviour)로서 믿으며 '개인의
구주'(personal saviour)로 마음속에 모시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경건 훈련, 사
랑의 선행 등의 ‘도덕적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복음의 은혜
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지요. 그의 디아코니아적 의식의 내면
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실천의
깊은 곳에는 ‘자기 의’의 긍정으로부터 ‘자기 의’를 부정하는 복음적 사고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본 논찬자는 아
쉽게 생각합니다.
박인갑 박사는 친첸도르프와 웨슬리 사이에 벌어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논쟁의 주안점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성과 거룩하여짐은 단지 그리스도의 보
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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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행동화가 그를 거룩하게 자라게 하
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부분을 적확하게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디아코니아적 관점에서 보자면, 친첸도르프의 헤른후트 공동체든지 존 웨슬리의
신도회이든지 양쪽 모두 디아코니아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박박사의 주장은 타당
합니다.
차이점은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온 자연스러운 디아코니아 실천과, 자기 부정과
회개의 일환인 디아코니아 실천이 거룩함을 자라게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
은 교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존 웨슬리의 영성을 지배하는 디아코니아적 인식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의(선행의 공적을 쌓아가는)’로부터 ‘자기 의를 철저히 부정하는(그러나 사랑 안
에서 자라고, 거룩하여지는)’ 자기 부정의 믿음에 대한 언급이 이 논문에서 생략 된
것은 아쉽습니다.
그 외에 존 웨슬리의 디아코니아 실천에 대하여 분류 정리한 박인갑 박사의 노
고는 존 웨슬리의 생애와 그의 삶 전체가 디아코니아적이지 않은 부분이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난에 대한 존 웨슬리
의 생각(“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퇴폐할 대로 퇴폐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버
려진 자들마저도 저들을 지은 창조주와 구속주로 인하여 사랑을 받아야 하며, 연민과
정중함으로 대하여야 한다. 그들의 몸과 영혼, 그리고 그들의 현세적 행복과 영원한
복락은 모든 이들처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을 드러내면서 ‘가난한 자들을 적
선이나 자선 수혜대상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비참함을 제거해 주어야 함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과제라는 사실을 최초로 인식한 이가 바로 존 웨슬리였다.’는 마르크바
르트((Manfred Marquardt)의 논거를 바탕으로 존 웨슬리의 디아코니아 실천은 1) 공
동체적 디아코니아(구제기금과 구제사업(가난 돌보기), 감옥의 죄수돌보기 등)으로, 2)
사회사업적 디아코니아(과부와 노인을 위한 사업, 교육사업과 의료사업 등)으로, 3) 개
혁운동적 디아코니아(감옥의 개혁, 노예해방운동 등)으로 실행되어져 나아갔음을 독일
의 마르크바르트와 국내 웨슬리학자인 김진두의 저서들을 통해 정리한 부분은, 존 웨
슬리가 디아코니아 실천을 영국사회 안에서 얼마나 전적으로 펼쳤는지를 여실히 드러
내 보여준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 제언에서 박인갑 박사는 한국교회의 하나님 이해에 대하여 재고해야함을
피력하면서 루터의 논문제목인 「교회의 바벨론 감금」을 들어 이웃사랑의 행동화 즉
디아코니아 실천에 소극적이거나 눈을 감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교회’라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디아코니아적인 교회로 거듭나야하며 목회자들은
- 241 -

디아코니아적 목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논문을 통해 존 웨슬리를 디아코니
아 실천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개신교연합에서 발표한 ‘디
아코니아의 이상’을 소개하면서 디아코니아에 대한 전(全)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의 이 논문이 디아코니아에 대하여 문외한 감리교회에게나, 더 나아가 길을 잃은
한국교회가 길을 찾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논찬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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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C 발표
부모 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사례 연구
박 은 정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 기독교상담학과 /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2015년 12월, 한국사회는 게임중독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여자 초등학생 이야기
로 힘겨운 연말을 보냈다. 2016년 1월에는 아들을 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아버지 사
건과 딸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든 아버지, 2월에는 7살 딸을 학대하여 암매장한 어머니
이야기로 한국사회는 또 다시 충격에 빠졌다. 이들은 남아 있는 자녀에 대한 친권마저
도 박탈당하고 남겨진 아이들은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다. 이처럼 아동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부모를 상실한 아동들은 그 상처와 슬픔을 어떻게 애도하고 남은 인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국 문화는 가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문(家門)’ 또는 ‘집안’이라는 단어에
서처럼 집안에서의 폭력이나 학대로 자녀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외부로부터 숨
겨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부모에게 자녀의 생존
권을 부여하는 것과 훈육이라는 이유로 체벌 및 물리적 힘을 허용하는 사회 풍토가
아동 학대를 묵인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다.1)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리적인 학
대를 가하는 경우 외에도 부모의 자녀 방임, 이혼 등으로 인한 아동의 부모 상실 경험
은 적절한 애도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아동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준다.2) 또한 아동은 부모의 죽음, 이사, 괴롭힘, 질병, 아픔, 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많
1) 이소희 · 도미향 · 김민정 · 서우경, 『그것은 아동 학대에요』 (서울: 동문사, 2002), 89-103.
2) 김유숙, “부모와의 이별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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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트레스와 긴장, 의심, 두려움, 상실, 상처, 악몽 속에서 심각한 위기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삶 속에서 아무런 위기도 느끼지 못하며 또는 위기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느낄 것이라는 어른 중심의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다.3)
아동이 죽음이나 상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또한 사실이 아니다.
아동의 이러한 상실 경험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심리적 ‘외상’이 되어 이후의 삶
에 계속하여 영향을 미친다.4) 또한 Judith Stillion과 Hannelore Wass는 어린이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자세에 의존된다고 밝혔다.5) Lily
Pincus도 생존해 있는 부모나 친지들의 사별에 대한 태도가 어린 자녀에게 사별에 대
한 대처 능력을 갖게 하는 데 필연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6) 따라서 아동에게
부모 상실의 두려움은 생존해 있는 부모나 친지 등의 적절한 애도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평생 상처로 남아 아동을 괴롭힐 수도 있다. 그러나 남겨진 부모나 친지들조차
이들을 돌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들은 어떻게 부모 상실의 슬픔을 애도할 수 있을
까? 본 연구는 부모 상실을 경험한 아동들이 어른처럼 언어 상담만으로는 그 슬픔을
충분히 애도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아동의 언어인 놀이를 표현매체로 사용하여 상실
의 슬픔을 마음껏 애도할 수 있는 놀이치료를 고찰하려한다. 또한 교회공동체 안에서
놀이를 활용한 놀이목회상담이 아동의 상실 경험을 애도할 수 있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려 한다.

II. 펴는 글
사전적인 의미로 아동기는 ‘사람의 개체 발달의 한 시기로서 어린이인 시기이며
보통 유아기 이후 청년기 이전 만 5∼6세에서 만 12∼14세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7)
발달심리학에서는 만 6세부터 만 11세까지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아동기라고
한다. 이때는 아동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 학교생활, 즉 사회
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아동은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게 되며, 또래 집단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므로 이 시기를 학동기 또는 도당기
구논총」, 28(2013), 2-5.
3) 강문희 · 장연집 · 정정옥, 『아동정신건강』 (서울: 정민사, 1998), 243.
4) 최선재 · 안현의,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14(2013), 323-341.
5) Judith Stillion · Hannelore Wass, Resources for Ministry in Death and Dying, eds.
Larry A. Platt · Rogers G. Branch (Nashville, TN: Broadman, 1980), 55.
6) Lily Pincus, Death and the Family, 이인복 역, 『죽는 이와 남는 이를 위하여』 (서
울: 홍익제, 1979), 210.
7)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20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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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 ag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8) 본 연구에서는 만 6세에서 만 11세까지 초등학교
에 다니는 시기를 아동기로 정의하고 사례 연구의 주 대상자로 하였다.
성장발달상 아동 시기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
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시기이다.9) 이때 가족은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안전기지(secure base)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시작
에서 언급된 사건들처럼 가족이 오히려 아동을 소외하고 방치하는 사례들을 임상현장
에서 종종 만나게 된다. 이러한 아동들의 부모 상실 경험은 그들의 인간관계를 평생
동안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치유를 위해 목회상담자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목회상담자인 연구자가 직접 상담
한 부모상실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를 소개하고 치료과정에 대하여 심리학적 해석과
놀이목회상담적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부모상실을 경험한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연구
아동에 관한 연구는 사례 제시를 통해 실제 상황 속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고 도
움이 될 원칙과 자료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10) 따라서 이 사례는 상실을
경험한 아동의 놀이치료를 통한 치유경험의 실제 사례로써 제시되었다. 본 사례는 영
아기부터 부모와 떨어져 10년간 할머니와 지냈던 11세 여아사례로 아동이 학교와 교
회에서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부모가 아동을 기독교 상담코칭센터에 데리고 와서
실시된 20회기 놀이치료 사례이다.
1) 사례 개념화

내담아동
가족관계 종교 부모부재 상실기간 상담회기
부모,
기독 부모부재 11년 20회기
여자 아동(만 11세) 남동생
교
호소문제 부모에게 반항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동생과 자주 싸움
부모와 떨어져 살던 아동이 학교와 교회에서 대인관계 부적응과
문제배경 11년간주의산만
문제를 보여 선생님들의 권유로 놀이치료를 시작함
정서상태
소아 우울감, 불안감정, 산만함, 분노

내담자는 놀이치료를 받을 당시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 여학생으로 또래보다 작은

8) 정옥분,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2004), 335-336.
9) 성경미 · 현명선 · 구정아 · 신현숙 · 황원주 · 진주혜 · 박형란, 『인간성장과 발달』
(서울: 고문사, 2015), 139.
10) 이세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자시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육
아정책계발센터, 「한국사회복지학」 60(2008), 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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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 마른 체형이고 긴 머리를 풀고 다니며, 세탁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것
으로 보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내담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낸 11년 동안 따뜻한 애착 경험을 거의 받아보지 못하고 지냈다. 그러던 중 아동이
교회와 학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였으나 사역자와 교회 선생님들이 아동을 도와
주지 못하고 문제가 심각해져 부모에게로 보내졌다. 이 때 부모는 아동의 남동생을 늦
둥이로 10년 만에 낳고 강한 애착을 느껴 부모역할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깨달은
후 할머니에게 맡겨놓은 딸을 다시 데려와서 양육을 시작 한 상태였다. 아동이 부모와
함께 새로 다니게 된 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은 아동의 분노문제와 친구관계 문제가
심각한 것을 파악하고 아동전문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여 놀이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동에게 실시된 놀이치료 회기는 총 20회로 주 1회 45분씩 이루어졌고 중간
에 부모상담은 한 달에 한 번씩 총 5회 진행되었다.
목
표
내
담
자
의
자
원
전
략

-아동과 놀이치료사의 반영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안정애착 형성
-아동의 부모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상처를 놀이를 통해 표현하고 애도함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과 부모의 안정애착을 돕고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대인
관계를 맺음
-아동의 자원: 아동은 기질이 밝고 에너지가 있음. 가족, 학교, 교회에서 만나는
선생님,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고 이를 위해 본
인 스스로도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가족적 자원: 아동과의 건강한 관계회복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부모의 태도
-심리사회적 자원: 아동부모에게 전문 놀이치료를 권유한 교회 사역자와 교회친
구들, 학교담임선생님의 섬세한 돌봄과 격려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나아지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내담 아동에 대한 무조건적 공감과 수용, 격려와 반영하기
-아동의 상실감과 상처를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모래상자에 표현하고 애도하도록
돕기
-게임 놀이치료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시키기

아동과의 상담은 놀잇감을 이용한 놀이치료와 보드게임을 이용한 게임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로 진행되었다.31) 아동은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께 맡겨져 명절 외에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 아동의 할
머니는 농사일에 집중되어 있느라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경험을 주지 못하여 아동이
안정 애착대상을 상실한 상태였다. 아동은 처음에 용모가 깨끗하지 못하고 눈 마주침
이 부자연스러웠으나 시간이 갈수록 눈 마주침이 자연스럽고 치료자를 끌어안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3회기부터는 몸을 깨끗이 씻고 인상이 밝아짐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아동 어머니는 스무 살에 아동을 낳고 생계 때문에 아동을 시어머니께 떨어뜨려
31) 이숙 · 최정미 · 김수미, 『현장중심 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200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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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동 어머니는 생업전선에 있으면서 딸과 안정애착관계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부모상담시에 눈물을 자주 보였다.
2) 심리검사결과

<그림 1> 집 (house)32)

<2> 나무 (tree) <3> 여자사람 (female)

아동의 심리검사는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지와 아동 놀
이평가, 그리고 지능검사와 사회성 검사, 투사검사 등을 함께 실시하여 종합적인 해석
을 하여야 한다. 위 아동의 경우에도 종합적인 심리검사를 통하여 아동의 놀이치료 시
작 당시 아동의 전반적인 심리 정서적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여러 심리 검사들
가운데 그림투사검사 결과 내용을 보면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부모부재와 안정 애착
미형성, 친구들의 따돌림으로부터 받은 아동의 상처를 짐작할 수 있다.32) 아동은 그림
투사 검사를 통해 안정애착대상을 상실한 내면의 상처를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집’ 그
32) 신민섭 외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 소아청소년 심리 학습 평가실, 『그림을 통한 아
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학지사, 2006), 81.
32) J. N. Buck(1948)은 ‘집-나무-사람’ 검사(House-Tree-Person Test:HTP)를 개발하였
다. 집-나무-사람을 소재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이 누구나 친숙하고 쉽
게 그릴 수 있으며, 무의식적 측면을 반영하는 상징성이 풍부한 소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R. C. Burns와 S. H. Kaufman(1970)은 ‘운동성 가족화’ 검사(Kinetic
Family Drawing: KFD)를 발전시켰다. 아동의 자아-개념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및 공감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족이므로, 아동의 문제는 가족과
분리시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이 보이는 문제의 원인을 이
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가족이므로 KFD를 통해서 아동이 가족 내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고, 가족 관계나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KSD는 내담자가 속해 있는 사회, 즉 아동에게는 학교, 성인에게는
일 하는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HTP와 KFD, KSD는 아동의 내면세계나 정서 상태에 대한 풍부한 가설적
정보를 제공해주기는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식적인 심리검사(formal psychological
test)는 아니며, 때론 소망 충족적인 공상이나 욕구가 표현되기도 하므로 현실과는 다
를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HTP와 KFD, KSD 같은 그림검사에서 얻은 단
서에 입각해서 아동의 문제에 대한 맹목적인 추론이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아동이 그린 그림에 대한 질문(post-drawing inquiry)을 통해 부가 정보를 얻는 게 중요
하다. 김현주·김혜숙·박숙희, 『심리검사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09), 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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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가정생활과 가족 간의 관계에 관한 인상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굴뚝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집을 그린 피검자는 현재 집안의 거친 정
서적 분위기와 갈등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33) 집 그림에 손잡이가
없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녀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반영할 수도 있
다.34) 검게 색칠하여 진 창문은 외부와 소통이 자유롭지 않았던 할머니와의 생활이
드러나고 외양간 말을 타고 언제든지 할머니 집을 탈출하고 싶었다는 아동의 이야기
를 통해 부모에게로 늘 찾아가고 싶었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무’나 ‘사람’ 그림은 주로 성격의 핵심적인 갈등 및 방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사람’ 그림이 보다 의식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반면, ‘나무’ 그림은 더 깊고 무의
식적인 감정을 반영해 준다. ‘나무’ 그림은 자기 노출을 하는데 대한 불편감이 덜하여
방어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면서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
이 ‘금지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투사하기 쉽게 된다.35) 아동이 그린 나무는 주름이 많
고 얇은 가지들이 많다. 이러한 나무는 가족, 즉 부모에 의해 길러지기를 기대하고 있
는 자아를 표현하기도 한다. 아동은 이 나무가 느티나무이고 60살이며 껍질이 쭈글쭈
글한 모양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지가 많아서 새들이 앉으면 아프고 찔린다고 하였다.
이 나무는 다람쥐들과 새들이 잘 놀러오지 않는 나무인데 그 이유는 찾아와도 앉아서
놀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균이 나무의 몸을 갉아먹어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동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고 하였다. 또 이 나무는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불 때
잘 버티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무 그림은 아동이 가장 오랜 세월 함께 시간을 보낸 할
머니를 투사하고 자아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위 나무는 아동이 이
야기한 것처럼 다람쥐와 새들이 잘 놀러오지 않는 나무로서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된 것과 연관된다. 또한 아동은 나무가 폭풍우에도 잘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받았던 돌봄 경험의 부
족으로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어려움에 대해서도 견뎌 낼 자신이 없음을 보여준다.
‘사람’ 그림검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개념(self-concept)이나 신체 심상(body-image)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상황에 따른 태도나 정서가 나타나기도 한다.36)
아동이 그린 여자사람은 머리를 먼저 그린 후 몸은 도저히 그릴 수가 없다고 하며 계
속 지우개로 몸을 지웠다. 그림 속 여자아이는 5살이라고 하였다. 또 아동은 피아노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였다. 아동은 그림 속 여자아이의 얼굴을 그린 후 몸
을 그려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계속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말
33) 최정윤, 『심리검사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177.
34) Robert Burns, Kinetic-House-Tree-Person Test, 김상식 역,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서울: 하나의학사, 2001), 35.
35) 최정윤, 『심리검사의 이해』, 177.
36) Robert Burns,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56.
- 250 -

았다. 이는 아동이 본인의 몸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영을 받아 본 경험이 많지 않고 자
기 효능감도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그림검사 결과에서는
아동의 상실감과 외로움, 우울감이 그대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 호소 문제에서도 학업
부진, 친구들로부터의 왕따 문제, 집중력 장애와 충동조절의 곤란, 공격성의 증가와 불
면증의 증가로 인한 소아 우울증이 의심되어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특히, 여자사람 그림에서 머리만 그리고 몸을 그리지 못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부
정적인 자아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어머니를 그리워하였으나
어머니를 자주 볼 수 없어서 이상화 대상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함께 사는
할머니와의 경험도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여자 사람 그림과 놀이치료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아동이 가족화를 그리지 못한 것도 11년간의 할머니와의 삶에서 부모,
동생과의 삶으로 갑자기 전환하는 시기에 어느 가족을 그려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사회화에서는 아동이 현재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에 말풍선 속의 말 내용을 직접 써서 전달하고 있음이
안타깝고 특징적이었다. 아동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다고 하였
다. 친구들과 친밀하고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아동의 열망이 그림의 말풍선 묘사
에서 드러났다.

<그림 5> 학교화(KSD)
내담아동은 그림검사 내내 선을 많이 그리고 지우는 모습 속에서 내면의 갈등이
복잡함을 표현하였다.
2. 부모 상실 아동의 놀이치료 과정 해석
1) 심리학적 해석
아동의 상담초기 과정은 1회기에서 5회기까지로 진행되었다. 놀이치료 초기 단계
에서 보여지는 아동의 모습은 Dora Kalff가 제시하는 모래놀이치료의 첫 번째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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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Kalff는 모래놀이 발달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를 동식물의 단계라 하였는데,
이는 모아 단일체의 상태로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어머니와 무의식적으
로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초기관계는 추후 세상의 모든 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작고 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래놀이 상황에 출현된다. Kalff는 이를 모래놀이에 적용시켜 모래놀이
상황 초기에 모와의 단일체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를 동식물의 단계라고 명
명하였다.37)
Kalff의 첫 번째 모래놀이치료 단계가 모자 단일체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
은 Margaret S. Mahler가 이야기하는 유아와 어머니의 공생관계와 유사하다. 이처럼
생애초기에 상실을 경험한 아동은 심리적 대리모라고 할 수 있는 놀이치료사와 상담
초기에 심리적 공생단계를 경험한다. 공생단계에서 어머니를 향한 유아의 욕구는 절대
적이다. 상실아동의 놀이치료를 통한 치유 초기 단계에서 아동은 놀이치료사와의 상담
을 통해 ‘나’와 ‘나 아닌 것’을 건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말러는 이처럼 대리모와
의 공생적인 일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아동들은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이후 삶에서
더 개체화(individuation)를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38) 본 연구의 아동은 치료
초기에 치료사와 공생관계를 경험하며 심리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안전감을 느끼는 가
운데 놀이감 피규어(figure)로 모래상자꾸미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에 대
한 치료자의 긍정적인 반영과 격려로 가능하며 아동이 새로운 애착 형성을 경험해가
는 시기였다.
심리검사 다음 회기에 치료실에 들어온 아동은 지난 시간보다는 더 편해진 모습
으로 치료자와 대화하며 모래상자를 꾸몄다. 아동은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그림 그리
는 거에요?”하고 물었다. 치료자가 “오늘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꺼야.”라고 했더니
“우와, 신난다. 그런데 지난 시간 그림 그릴 때 저 너무 못 그렸죠?”하고 물었다. 그래
서 치료자가 “그 그림들은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마음을 표현해보라고 그린 그림들이야”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을 들은 아동은 안
심하는 듯 “그렇구나!” 하고는 모래를 계속 만지면서 “여기다가 옆에 있는 장난감들
가져다놔도 된다고 하셨죠?”하고 묻고 바로 장난감 피규어(figure)들을 모래상자에 옮
겨놓으면서 모래놀이치료를 시작했다.
37) 김보애, 『모래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3), 43-45.
38) Margaret S. Mahler,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Symbiosis and
Individuation-, 이재훈 역, 『유아의 심리적 탄생-공생과 개별화-』 (서울: 한국심리치
료연구소, 1997),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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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동물과 마을

<사진 2> 동물원

아동이 직접 표현 한 모래상자 <사진 1>은 마을이고 다리 위쪽에는 금 거북이
네 식구가 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헤엄치고 있고 다리 아래쪽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다. 아래로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네 대의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이는 아동이 새롭게 네 명의 가족 구성원과 시작하는 삶의 에너지를 표현해 주는 것
으로 보인다. 아동은 다리 위에 놓여 있는 금 거북이 네 식구를 설명하며 자신의 가족
이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소망을 표현하였다고 했다. 치료자는 아동
이 자신의 내면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줌으로서 아동이 편안하게
감정정화를 할 수 있도록 안전기지(secure base)가 되어주었다.
모래놀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로 자기의 반영을 나타낸다.39) 아동
은 모래 놀이치료 과정을 통하여 심리적 욕구를 채워가며 상담시간 중 함께 존재해
주는 치료사에게 관계적 욕구를 표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진 2>에서 아
동은 모래상자 안을 동물원이라며 장난감 피규어(figure)장 앞으로 가서 강아지 한 마
리를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통나무를 가운데 가져다놓고는 그 위에 강아지를 높이 올
려놓았다. 아동은 통나무 위에 있는 강아지가 모두를 내려다 볼 수 있으며 그 강아지
는 자신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동이 모래놀이에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삶의 질서와 의
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한다.40) 이를 통해 그동안 부모와의 상호관계 부재,
남동생에게만 관심 있는 어머니로부터 소외되었던 경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
러냈다. 자신이 표현한 모래상자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담 아동의 모습은 매우 진지
하고 자신 내면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아동이 애착을 재형성하기 시작하는 상담 초기에는 아동이 퇴행을 하면서 부모가
아동의 어리광이나 고집스러움을 견디기 힘들어 하였다. 그러나 아동 부모는 놀이치료
자와의 집중적인 부모상담을 통해 자신들의 힘들었던 삶을 위로받고 아동의 성장을
39) Linda E. Homeyer · Daniel S. Sweeney, Sand Play : A Practical Manual, 황명숙
역, 『모래상자 기법』 (서울: 학지사, 2007), 15.
40) Barbara A. Turner, The Hand Book of Sand Play Therapy, 김태련 역, 『모래놀이
치료 핸드북』 (서울: 학지사, 200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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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탱해주고 안아줄 수 있도록 지지받고 아동의 퇴행 기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부
모에게는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관계기술을 교육하
여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 관계 모델링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부모
가 아동의 긍정적인 면을 찾도록 도와주어 아동을 향한 부모의 시각에 긍정적인 변화
를 주도록 하였다. 상담자는 이러한 부모의 노력과 아동의 열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
복해 낸 치유 경험이 앞으로도 아동의 삶에서 힘이 되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부모를
격려하였다.
아동의 놀이치료 중기단계는 6회기에서 15회기에 해당되며 Kalff의 모래놀이치료
발달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와 함께 적용된다. Kalff는 두 번째 단계를 투쟁의 단계라
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극적인 투쟁의 형태가 나타나며, 새
로운 것이 드러나 기존의 것과 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등 격렬한
투쟁을 통한 성장이 출현함으로 붙여진 것이다.41) Mahler는 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이
전의 공생단계 즉, 아동이 부모와 충분한 친밀함을 경험해야만 자율적으로 분화를 실
천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상실 대상과 함께 했던 좋은 시절과
좋지 못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애도한다.42) 사례 아동도 자신의 삶에서 가족들과 좋지
않았던 시절과 좋았던 시절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모래상자에 표현하였다.

<사진 3> 잡아먹히는 물고기들

<사진 4> 엄마와 아기거북이의 목욕

<사진 3> 회기에서 아동은 놀이치료실에 들어서며 “엄마, 아빠가 미워죽겠어
요!”라고 외치면서 부모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분
노하면서 단숨에 모래상자를 완성했다. 아동은 모래상자 안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
기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다면서 왼쪽 위에 까만 물고기는 동생이고 그 입속에 분홍 물
고기가 자신이며 아래쪽 하늘색 물고기가 엄마이고 엄마도 자신을 잡아먹고 있고 그
옆에 악어는 아버지인데 마찬가지로 자신을 잡아먹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다른 물고기
41) Barbara A. Turner, 『모래놀이치료 핸드북』 , 69-84.
42) John Patton, Pastoral Care in Context, 장성식 역,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 200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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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런 모습들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경하고 있는 다른 물고기들을
가져다 놓을 때도 모래에 쑤셔 넣으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는 고래들과 악어를 가져다 놓을 때에도 신경질적으로 팍팍 모래 위를 두드리는 모
습에서 아동의 분노가 표현되고 아동은 감정정화를 경험하는 모습이었다. 아동은 영아
기부터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고 아동기에 다시 함께 살게 된 어머니마
저 동생에게 빼앗긴 상실의 상처를 모든 가족 물고기들에게 자신이 먹혀버리는 모습
으로 모래상자 위에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는 자신을 먹었던 물고기 가족들
에게 모래를 먹이며 분노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분노는 아동이 가정 현실에서 절대
로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지만 신뢰로운 놀이치료사와 함께하는 모래상자 안에
서는 가능하다.
아동은 일상에서 소외와 관계상실로 인해 억눌러 왔던 격노를 모래상자 위에 마
음껏 표현하며 감정정화를 느꼈다. 특히 <사진 4>에서 아동이 표현 한 모래 상자에서
울타리 밖의 세상이 공룡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인 아기 거북이와 엄마 거북
이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함께 목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이 표현 한 엄마 거
북이와 아기 거북이의 목욕 장면이 아동의 불안정애착으로 손상되었던 자기를 안정재
애착을 통한 응집된 자기로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을 재창조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준비되고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의 아동이 치료사와의 안정애착 재경험을 토대로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회복해
가는 과정은 인간 생존에 산소가 필수인 것처럼, 아동의 심리적 생존을 위해서도 타자
와의 신뢰로운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43) 사례 아동은 부모의 부재와
방치로 인해 상호관계 경험이 제한적이었으며 대인관계 경험에서의 기본 사회성 기술
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아동은 목회상담자인 놀이치료자와의 신뢰롭고 친밀한
상호관계 경험을 통해 부모 상실감에 대한 상처와 슬픔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부모도 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안정애착을 다시 시도함으로서 아동은 치
유되기 시작하였다.
사례 아동 놀이치료의 마지막 단계는 16회기에서 20회기로 Kalff 모래놀이치료
단계의 세 번째 발달단계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 Kalff는 세 번째 단계를 적응의 단
계라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무의식에서 자기(the self)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서와 의미를 재정리하게 되며 현실 또는 집단에의 적응을 경험하면서 치유와 변환
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44) 이 시기는 중심화 과정이라고 불리며,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표현된다.45) 이 단
43) Heinz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7), 99.
44) 김보애, 『모래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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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Mahler의 이론에서 제시된 분리-개별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어머니와 초기 공생관계를 충분히 경험한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지내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관계의 범위를 넓히기 원하
면서부터 발생한다.46) 마지막 단계에서 아동은 치료자와의 안정애착 관계를 바탕으로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통해 부모와의 애착으로 옮겨 가면서 서서히 자신의 솔직한 감
정을 부모에게도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만함과 불안, 부모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서 벗어나 안정감과 자신감, 의욕을 되찾게 되었다.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기표현
을 하게 되면서 또래 및 학교, 교회 활동에 잘 적응하게 되었다. 다음은 부모 상실 아
동의 치유를 교회 공동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도로써 위 놀이치료 사례
를 놀이목회상담적 관점에서 적용하여 해석해 보겠다.
2) 놀이목회상담적 해석
앞의 사례 아동은 어릴적 주 양육자였던 할머니와도 함께 교회에 다녔었고 부모
님께로 돌아온 후에도 교회에 다녔다. 그러나 아동에게 교회는 학교에서처럼 친구들로
부터 왕따를 당하게 한 상처받는 곳이었다. 아동은 기독상담센터에서 만난 놀이치료사
에게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었고 치료사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아동은 아기
때부터 할머니와 교회에 열심히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지만 하나님은 부모
님과 함께 살고 싶은 아동의 기도를 10년 동안 안 들어주신 답답한 하나님이라고 표
현하였다. 이 때 아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조차 상실한 슬픔과 분노를 지
니고 있음이 보였다. 따라서 목회상담자인 놀이치료사를 만나 아동이 경험한 놀이목회
상담은 예수님처럼 힘없는 아동을 안아주고 사랑해주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신뢰할
만한 경험이어야 했다. 이것이 연구자가 목회상담 배경의 놀이치료사로서 아동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세운 목표 중의 하나였다. 연구자는 이처럼 목회상담자의 자세를 가
지고 놀이치료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아동상담을 놀이목회상담이라고 새롭게 정
의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놀이치료실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대상관계 경험은 놀이목
회상담자가 기독교 공동체를 대표하여 상처 입은 아동을 만나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놀이목회상담은 신학적으로 어
떤 의미가 있을까?
아동기는 매우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시기요, 또 근면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
한 시기인 만큼 교회 또한 이들을 향한 적절한 인성 및 신앙 교육적 정책과 뒷받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교회도 가능하다면 아동기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 뿐만 아니
라 아동의 심리적인 상처와 갈급함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아동을 향한 귀 기울임은
45) Barbara A. Turner, 『모래놀이치료 핸드북』, 69-84.
46) Margaret S. Mahler, 『유아의 심리적 탄생-공생과 개별화-』,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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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공생애 사역가운데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아동, 즉 소외되고
상처 입은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무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속하
였다고 선포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47) 아동은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가장 하위에
머물렀었고 힘도 없던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어린이에게 직접 보이신 행동은 그 당시 어른들로 하여금 소외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상실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해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시 사회의 네트워킹 중 가장 하위에 머물렀던 어린
이에게 속했다고 함으로써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
로 선포하였다.48)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옴으로써, ‘작은 자’인 ‘어린이’도
우리에게 가까이 데려와 주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작은 자’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라는 인격 안에서 구체화되었다. 즉 예수님에게서 ‘어린이’는 바로 ‘작은 자’의
인격적, 구체적 모델이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작
은 자, 즉 어린이로서 살아가기를 촉구하였다. 예수님의 ‘어린이 신학’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관점 아래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여겨진다.49) 할머니와 부모의 방치와
친구들의 따돌림에 의해 약해져 있던 사례 아동에게는 그 약함 속에 강함이 있음을
깨닫게 해 준 놀이목회상담자와의 만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
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힘없는 자가 되라’, ‘힘 있는 우상적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참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약함만을 자랑하고, 약
함 속에서 진정 강한 사람이 되라.’고 선포하였다.50)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
는 메타포라고 할 경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의 전체적 문
맥상 어린이가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태도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
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맞아들일(welcoming)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
47) (눅 18:16-17)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
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
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48) John T. Carroll, "What then will this child become: perspectives on children in the
Gospel of Luke," ed. Marcia J. Bunge, The Child in the Bible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8), 178.
49) 이신건, 『어린이 신학』, (서울: 한들, 1998), 92.
50) 이신건, 『어린이 신학』,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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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물리적 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인정받고 확인할 수 있는 형태를 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예측을 전복시키는
형태를 띠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 나라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초대하는(welcoming)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 나라
는 제자들이 어린이를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예측하고 기대하는 형태를 띤
나라가 아니지만, 그 나라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나라라는 것이다.51)
위 아동 사례의 경우, 비록 오랜 시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힘든 상황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부모에게 돌아온 후 놀이치료과정과 부모의 애착재형성 노력으로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된다. 딸의 회복된 웃음을 보며 부모 또한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는 말씀이 아동 부모에게도 함께 적용되었다. 이는 소외되었던 아동을 가정의 중심으
로 초대하고 안아 준 이 가정에 하나님나라의 본보기인 아동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계
기가 되었다.
또한 예수님의 ‘어린이 신학하기’는 단순히 어린이를 섬기고 영접하는 삶에 국한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어린이와 동일시함으로써 스스로 어린이가 되는 삶을 통해 구
현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린이와 같이 스스로 낮은 자가 되는 삶, 뭇사람의 끝이
되는 삶을 구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세상에 오셨고, 또한
어린 아이와 같이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의 삶을 사심으로써, 진정 큰 자의 전형이 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어린이 신
학하기’는 우리에게, 어린이 신학을 하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처럼 어린이같이 되는 것,
즉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하기 보다는 어린이와 같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
을 섬기는 자가 됨으로써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통찰들은 결국 ‘어린
이 신학하기’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린이 신학하기’ 패러다임을 닮아가
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52) 따라서 놀이
목회상담자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아동을 놀이로 초대하고 안
아주며 상처를 마음껏 표현하도록 지탱하여 주고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개인 놀이목회상담 외에도 교회에서 상처 입은 아동을 위하여 기본적
으로 적용 가능한 공동체적 놀이목회상담 방법인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는 다음
과 같다. Jerome W. Berryman이 창시하고 실천해 온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 프
로그램은 그 명칭에서도 보이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놀이’이
51) 양금희, “공관복음서의 어린이에 관한 예수말씀을 통해서 본 “어린이 신학”의 과제,”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교육논총」 32(2012), 146-147.
52) 위의 책,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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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는 인간본성에 잠재되어 있는 숨바꼭질 놀이, 즉 ‘하나
님은 아직도 숨어계시지만 또한 나타나신다(Deus Absconditus atque Praesens)’ 라는
신학적 개념에 근거한다. 에덴동산에서의 인간과 하나님의 숨바꼭질은 지금까지도 이
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게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는 것이다.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는 놀이를 통해 아동은 스스로 하나님의 부재
와 현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면서 어른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움을 받는다(마 11:16-19; 요 3:3-8). 아동들은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에 몰입
할 때 느끼는 행복감으로 심리치유의 효과까지 얻고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그룹 활동
들을 통해 사회성까지 기를 수 있으니 이는 아동에게 매우 유익하다.53)
Berryman은 텍사스의 의료센터에서 10년 동안 아프고 죽어 가는 아동들을 경험
하면서, 그들도 죽음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또한 종교경험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는 부모님들이나 다른 중요한 어른들이 아동들을 도울 수 없을 때, 아동끼리
서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그는 아동들에게 ‘선한 목
자 비유’와 같은 종교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서로 느낌을 나누도록 했다. 그리고
Berryman은 아동들의 얼굴과 몸에 나타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작
은 아동들이 그들 자신을 뛰어넘어서 지혜로워지는 것과 같았다. Berryman은 이와 같
은 임상경험을 통해 아동들도 죽음과 삶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돌봄을 주고 평화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54)
그렇다면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 방법에는 어떠
한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몇 가지로 예를 들면, 놀이목회상담자나 사역
자가 아동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 이야기를 자신이 준비해 온 장난감이나
소품, 또는 아동 예배실에 있는 놀이감으로 함께 표현하는 과정가운데 아동 삶 속에서
의 상처가 성경의 사건 속에 표현되고 치유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성경 이야기는 여리고 성을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마음 속 상처와 두려움으
로 정하고 놀이감 벽돌들을 가운데에 쌓아 올린 후에 사역자, 친구들과 함께 주위를
돌고 힘을 합쳐서 무너뜨리면서 감정 정화를 느끼고 용기를 얻는 놀이도 가능하다. 또
한 죽은 나사로 역할을 하는 친구가 몸에 붕대를 감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예수님 역
할을 하는 사역자나 친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역할놀이는 존재상실의 상처로 인
해 힘겨워하는 아동에게 공동체를 통해 삶의 회복을 체험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처럼 놀이란 정신분석학자 Donald W. Winnicott이 제안한 중요한 심리학적 치
53) Jerome W. Berryman, “Children and Mature Spirituality," in D. Ratcliff ed,
Children's Sprituality: Christian Perspectives, Research, and Applications (Eugene:
Casade Books, 2004), 22-41.
54) Jerome W. Berryman, Godly Play, 양금희 · 김은주 공역, 『가들리 플레이』,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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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개념이다. 위니캇은『놀이와 현실』에서 강조하는 놀이의 치유적 특징에 대하여 놀
이 자체가 치료요법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놀이를 통
해 거짓 자아가 참 자아로 변화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놀이 안에서 개인의 인격이 통
합되고, 창조적인 삶이 유지된다고 하였다.55) 놀이 안에서는 어떤 이성적, 권위적 우
월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편안하다. 위니캇은 놀이란 내적 실재와 외적 실재
의 연속성 위에 있고, 주관과 객관으로 지각되는 것 사이의 접경 위에 있다고 하였
다.56) 위니캇의 놀이 이해는 객관적으로 지각된 실재와 주관적으로 지각된 실재를 연
결시키며 상처 입은 아동의 창조성, 예술성, 치유가 이끌어지는 공간이다. 또한 앞에
언급한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에서처럼 아동의 언어인 놀이를 통해 성경 속 이
야기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돕고, 신앙과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III. 나가는 글
아동 학대는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존재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학대가
인신매매나 낯선 외부인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
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경우
본인은 자기 자식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부모의 공격성을 무의
식중에 따라하게 되는 즉 ‘동일시’라고 하는 방어기제를 자신의 가족과 자녀에게 반복
하는 불행이 이어지고 있다.57) 어릴 적 학대의 경험과 상처가 대를 물려 가는 것은
자녀 훈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본인의 의지를 뛰어넘는 과거의 상처로 인한 이유이
다. 이제는 이들의 궁극적인 치유를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할 때이다.58) 최근 한국에
서의 아동 학대에 대한 법령이 구체화되고 신고자의 의무도 강화된 현실 속에서 목회
자가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를 발견하는 예방 차원에서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만큼 가족 단위로 활동하는 곳은 없기에 어느 곳보다도 가족의 역동이 노
출되는 곳일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인간사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곳이
다. 따라서 교회와 목회현장이 아동 학대의 징후나 전조에 대해서 노출되기 쉬운 곳일
55) Donald W. Winnicott, Playing and Reality, 이재훈 역, 『놀이와 현실』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1997), 89-107.
56) Donald W. Winnicott, 『놀이와 현실』, 87.
57) 안미옥, “아동 학대의 대책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와 목회 상담학적 고려”, 한국복음주
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9권 (2013): 25.
58) 윤석주, “목회 상담에서 부부 폭력의 예방과 개입방법”,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4권 (2002. 1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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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지 못해 왔다.59)
이처럼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슬픔과 상실을 겪은 아동을 돕기
위한 과업을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우리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어른들 스스로가 상실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
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는 아이들로부터 정보를 차단시
키고 이들에게 슬픔을 느낄 기회를 주지 않았다. 상실을 경험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아이가 느끼는 슬픔을 수용하고 상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
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60)
최근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존재를 상실한 아동
상처는 표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돕지 못한다면 남은 생애동안 억압된 감정들
이 대인관계에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되거나 스스로에게 다시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언어는
놀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돕기 위해 놀이치료 사례를 심
리학적 관점과 놀이목회상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대상관계 심리학자 Mahler는 유아가 안정적으로 발달해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
랑과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부모 돌봄의 질이 좋으면 좋은 대상의
내재화와 보상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좋은 대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누그러
뜨릴 수 있다고 한다. 즉 부모의 돌봄을 통해 주어지는 긍정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
면 유아의 정서조직은 우울적 자리에서 고착되고 병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61)
따라서 상실을 경험한 아동이 치유되려면 좋은 대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따뜻한 돌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뜻한 돌봄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에
게 상처를 준 상실 대상이 좋은 면과 나쁜 점을 모두 포함한 전체 대상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통합적인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치유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문화 구조적으로도 차별받는 아동은 예수의 사역에서처럼 무리의 중심으로
초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소외되어 상실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언어로 모두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놀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주어지면 놀이치료실 안에 있는 모든 놀이감은 이들의 언어가
된다. 본 연구는 상실을 경험한 아동이 목회상담사인 놀이치료사와의 안정 재애착 경
험을 통해 상실의 상처를 표현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되찾는 과
59) 안미옥, “아동 학대의 대책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와 목회 상담학적 고려”, 31.
60) Jodi J. Fiorini · Jodi Ann Mullen, Counseli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Grief
and Loss, 『슬픔과 상실을 겪은 아동 · 청소년 상담 및 사례』 (서울: 학지사, 1997), 36.
61) Jay R. Greenberg · Stephen R. Mitchell,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42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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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실제 놀이치료 사례로 소개하였다. 이 사례 아동은 본인의 주거조건에 대한 결정
권조차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부모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또한 부모로부터 소외된 아동은 할머니가 열심히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녔지만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되었다. 아동은 주위에서 자신을 위로해 줄
대상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부모 상실의 경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아동에게 교회공동체는 어떠한 위로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 위로와 돌
봄의 모델은 아동을 무리 가운데로 초대하고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대표적
이다.
어린 아이들은 학대당하거나 방치되기 전에는 본래 순전한 존재들이며 신약에서
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로써 묘사되었었다. 즉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
상적인 구성원으로 제시되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상적인 제자도란 어린 아이와
같은 권력의 부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동은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권력의
가장 하위에 머물렀었으나 예수님의 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되었다. 예수님
은 아동, 즉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속하였다고 선포함으로써 소외된 어린이들을
무리 가운데로 초대하였다. 예수님이 어린이에게 직접 보인 행동은 그 당시 어른들로
하여금 소외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유로워지
도록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시 사회의 네트워킹 중 가장 하위에 머물렀던
어린이에게 속했다고 함으로써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위한 하나의 패러다
임으로 선포하였다.62)
본 고에서 언급한 상실을 경험한 아동들 또한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작은 자
들이다. 그러나 예수는 천국이 이러한 아동들에게 속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상실을 경험한 아동들이 자신의 언어인 놀이로 상처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내면에
예수의 사랑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선
물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아동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로써 임재하길 원하신다. 그러나 아동이 스스로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깨
닫기에는 낳아준 부모로부터 받은 상실의 상처가 너무 크기에 건강한 하나님 표상을
갖기가 힘에 겨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표상이 되어줄 따뜻한
다른 대상들이 꼭 필요하다. 그 대상 역할은 선생님, 사역자, 상담자, 이웃 등 여러 대
상들이 감당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 상실의 상처를 경험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대상과의 만남과 초대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상실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아동의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귀 기울여 보자. 이때 기독교 공동
62) John T. Carroll, "What then will this child become: perspectives on children in the
Gospel of Luke," ed. Marcia J. Bunge, The Child in the Bible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8),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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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고 아동의 언어인 놀이로 돌볼 수만 있다면 이들은 다시
이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고 은혜 입은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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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3-C-1
“부모 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사례
연구”에 대한 논찬
김 기 철 박사

(배재대학교 / 목회상담학)
결손 가정에서 건강한 돌봄과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 가정과 학교에
서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아동들, 그리고 그렇게 불행한 아동발달 시기
를 보낸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의
초기대상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해서 생겨나는 여러 부정적인 심리내적, 대인관
계적 경험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부모상실을 경험한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놀이치료의
관점과 목회상담학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며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깊
은 이해와 성찰로 안내하고 있다.
1. 안정 애착 - 안전기지 - 보울비
연구자는 칼프(Dora Kalff)의 모래놀이치료 이론을 위주로 하여 부분적으로 보울
비(John Bowlby), 말러(Margaret Mahler), 위니캇(Donald Winnicott) 등의 아동발달
대상관계 이론들을 가지고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놀이치료 사례 속에서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부재(결손)를 10년 동안 경험한 아동이 정서적인 불안정과 정서조절, 대인관계
및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부모 부재(absence)로 인해 중요한 타자와의 대상관계
경험이 부족한 아동내담자의 취약성을 탐색하며 보울비의 “불안정 애착 형성”과 “안
전기지(secure base)”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질문을 떠올려본다. 생물학적인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충분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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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 앞으로 이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 재결합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교회 공동체는 이 아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돌볼
것인가? 필자의 눈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할머니의 안전기지로써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채 쉽게 불안정 애착으로 간주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내담자의
자원이 ‘기질이 밝고 에너지가 있고, 가족, 학교, 교회에서 만나는 선생님,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고 이를 위해 본인 스스로도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
다’는 점으로 설명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자원이 있고 이것은 할머니, 교회
선생님, 엄마, 또는 교회 공동체 등으로부터의 긍정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양육해준 할머니는 아동내담자에게 안
전기지로 경험되었음을 짐작해볼 만하다. 그리고 놀이치료 사례 속의 아동이 겪는 불
안정 애착의 종류와 성향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아동내담자의 치료과정
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놀이목회상담 - 성스러운 놀이 - 베리맨
연구자는 놀이목회상담의 관점에서 첫째, 이신건의 어린이 신학을 인용하며, 상담
자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아동을 놀이로 초대하고 안아주며
상처를 마음껏 표현하도록 지탱하여 주고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진
술한다. 이렇게 상처를 마음껏 표현하는 행위가 놀이이고, 내담자가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놀이로 초대하여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상담자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성서는 예수
께서 스스로 약해지시며 오히려 강함을 드러내셨고 사도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
며 오히려 강함을 드러냈음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약하고
어린 아이를 초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 그 어린 아이를 드러내시며 높여주셨
듯이, 본 놀이치료 사례에서의 아동상담을 상담자의 힘 빼기(힘없는 사람되기)와 내담
자에게 힘 북돋아주기(힘있는 사람만들기)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소외되었던 아동을 가정의 중심으로 초대하고 안아 준 이 가정에 ...
아동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시고 지극히 작은 자인 어린이를 주목받게 하시고 가운데로 인도하신 모습처럼,
부모와 상담자가 그렇게 내담자를 중심으로 초대하는 모습이 치유를 가져올 수 있었
던 좋은 환경임을 강조하며 놀이목회상담으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연구자는 베리맨(Jerome Berryman)이 “하나님은 아직도 숨어계시지만 또한
나타나신다”는 신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제안하는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를 인용
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놀이”인 “성스러운 놀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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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동은 스스로 하나님의 부재와 현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면서 어른으로 자라나
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 놀이를 통해 아동은
정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이와 함께 사회성이 증진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베리맨은 “성스러운 놀이”의 내용을 죽음과 삶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가장 적
합한 방식으로 돌봄을 주고 평화로움을 느끼기, 성경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느낌 나누
기로 설명하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성경을 읽으며 성경 이야기를 놀이감으로
함께 표현하는 과정가운데 아동 삶 속에서의 상처가 성경의 사건 속에 표현되고 치유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선한 목자 이야기, 여리고 성 이야기, 죽은
나사로 이야기 등을 나누며 치료적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본 사례 연구의 상담 세션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성스러운 놀이”
가 경험되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된다면 독자들의 성스러운 놀이
를 통한 아동놀이치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상담실에서의 내
담자의 “성스러운 놀이” 경험에 대해, “할머니와 부모의 방치와 친구들의 따돌림에 의
해 약해져 있던 사례 아동에게는 그 약함 속에 강함이 있음을 깨닫게 해 준 놀이목회
상담자와의 만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
겨진다”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본 논문 속 사례연구에는 “놀이목회상담자와의 만남”의
내용이 충분히 소개되어 있지 않고 내담자의 교회에서의 “성스러운 놀이” 경험에 대
한 설명도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3. 놀이 - 참자기 - 위니캇
연구자가 인용하듯 위니캇은 놀이 자체가 치료요법이라고 여겼고, “놀이”를 통해
거짓자아가 참자아로 변화, 개인의 인격이 통합, 창조적인 삶이 유지가 이루어짐을 강
조하고 있다.
이 놀이는 객관적으로 지각된 실제와 주관적으로 지각된 실제를 연결시키고, 상
처 입은 아동의 창조성, 예술성, 치유가 이끌어지는 공간으로 묘사될 수 있다. 연구자
는 위니캇의 “놀이” 이해를 베리맨의 “성스러운 놀이”와 연결시키며 아동의 언어인 놀
이를 통해 성경 속 이야기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의
사소통을 돕고, 신앙과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러한 이해는 위니캇의 참자기와 거짓자기의 형성과 표출, 창의성, 중간대상 놀이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로운 참자기 표출이라는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이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본 놀
이치료 사례에 적용하여 논의할 때, 더 의미 있게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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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에 대한 신학적, 목회상담학적 접근이 좀 더 깊이 다루어지면 (예를 들어, 몰
트만의 놀이의 신학과 함께 연구한다면) 놀이 치료의 관점이 더 풍성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의 놀이뿐만이 아니라 상담의 놀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루
고, 놀이를 아동에게만 국한시키기 보다는 어른에게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본
연구가 더 발전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교회공동체를 건강한 놀이터로 만드
는 차원에서 연구자가 제시하는 교회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는 위로와 돌봄, 교회공동
체 안의 따듯한 대상들, 그리고 그 따뜻한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 경험을 놀이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목회상담학적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본
연구논문의 제언을 통해 상처받은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자유로운 놀이터에서 이루어
지는 치유적인 놀이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하며, 연구자의 따뜻한 놀이치료와
깊은 목회상담적 통찰을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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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3-C-2
“부모 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사례
연구”에 대한 논찬
강 은 영 박사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 특성이 만들어낸 현상 중 모성실조와 부성실조가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 받아야할 적절한 심리적 돌봄의 부재로 인해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조부모 또
는 타인에게 맡겨지는 상실이 아닌,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심리적 상실을 경험하
는 아이들에 대한 뉴스를 언급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방임을 당하
거나 학대 받는 아동뿐 아니라 부모의 지나친 기대에 갇혀있는 아동도 심리적으로 부
모상실을 경험한다.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어야 하고, 가장 안전한 대상이어야 할 부모
에게 상실감을 경험한 아동은 부모뿐 아니라 타인과 사회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자
식에 대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로 여기며, 파렴치한 행동을 한 부모에 대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약하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맥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와 슬픔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아동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상실감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부모상실의 상처를 받은 아동의 치유를 돕기 위해서는 아동의 언어인
놀이로 상실을 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이 일을 교회공동체가 담당해
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놀이치료는 안전한 대상인 치료자와 안전한 공간인 치료실
에서 억눌려있던 부정적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감정의 정화
가 일어나고 손상된 자아개념이 회복되어지며 자기효능감을 키워줄 수 있다. 따라서
놀이치료는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로써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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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놀이치료과정을 심리학적 해석과 놀이목회상담학적 해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심리학적 해석으로 3단계의 놀이치료과정을 제시하였다. 치료관계 안에서
어머니 또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재경험하는 것을 통해 치유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아
동이 모래상자에 표현된 것으로 치료사의 대리모 역할을 통한 어머니와의 심리적 공
생관계 경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투쟁의 시간, 심리적 분리작업을 통한 현실에의
적응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성장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발달적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영
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성장과정에서의 부모상실은 그 다음의 발달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
한 공간에서 치료자의 허용적 태도, 긍정적 반영과 격려는 부모상실을 경험한 아동을
새롭게 탄생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놀이목회상담학적 해석으로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역
을 치료자의 역할과 연결시키고 있다. 놀이치료에 대한 논문은 많으나 기독교적인 관
점에서 연구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본 논문에서‘놀이목회상담’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한 것은 신선하다. 놀이목회상담자를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대변하는 자로 해석하
고,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접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이하는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는 하나
님의 부재를 경험을 한 아동이 신앙공동체와 놀이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파편화된 내면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부모상실을 경험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아동이 교회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하
였다면 하나님의 표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기
도를 했으나 응답이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 ‘답답한 하나님’으로 표현한 아동이 치료실
에서 내면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상처를 표현하고, 치료자와 관계를 재경험하는 가운
데 치유가 이루어졌다. 치료실에서 치료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경험은 하나님을 신뢰
할 수 있게 되는 경험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연약한 어린이를 안아주고 품어주었던 것처럼, 놀이치료실에서 아동이
치료자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대상관계 경험을 하도록 도운 점은 기독교 공
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된
치료자가 예수님처럼 아동이 마음껏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비판 없이 수용해주고
반영해줌으로써 아동이 퇴행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치료과정을 통해 아
동은 주체적이지 못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와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녀’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한 아동의 놀이치료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과 놀이목회상담학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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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토대로, 치료자 역할의 중요성과 교회 역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전체적
으로 손색이 없는 논문이나 굳이 아쉬운 점을 찾는다면, 첫째, 상실의 아픔을 가진 아
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부모상담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설
명이 좀 더 기술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아동상담에 있어서 부모는 가해자가
되고 교육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아동에게 부모상실을 경험하게 한 부모 역시 상
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이다. 아동이 치유를 경험하고도 가정이나 부모가 안전기지가
되어주지 못하게 되면 통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고, 혼돈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할 때, 부모가 안전기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부모
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아동의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
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부모역할을 해보고자 아동을 데리고 왔으나
감당하기 힘겨웠다. 그러한 어머니를 치료자가 보듬어주고 격려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치료자의 돌봄에 의한 부모의 변화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치료효과에 상승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
여서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으나 짧은
소견을 피력한다.
본 논문은 부모상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픔을 놀이로 표현하게 하여 아동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부모 상담을 통해 건강한 부모의 자리로 돌
아갈 수 있게 했던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염두에 두어 목회상
담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놀이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마치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감격을 안겨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논찬을 마치며
약한 자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한 발표자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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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A
발표자: 유은호 박사(서강대)
“이집트 초기 사막 수도승들의 관상기도
- 에바그리우스를 중심으로-”
좌장: 김상백 박사(순복음대)
논찬1: 양정호 박사(장신대)
논찬2: 김수천 박사(협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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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A 발표
이집트 초기 사막 수도승들의 관상 기도1)
- 에바그리우스를 중심으로유 은 호 목사

( 창문교회/ 서강대/ 영성학 )

I. 들어가는 말
요한 뱀베르거는 에바그리우스는 이집트 초기 사막 수도승들(A.D. 300-400) 가운
데 첫 번째로 중요한 작가이며, 나아가 그는 기도에 관한 사막 교부들의 가르침을 일
관성 있는 체계로 조직화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했다.2) 버나드 맥긴 역시 에바그리
우스는 수도원적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관상 기도를 만든 첫 번째 사람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3) 그런 차원에서 요한 뱀베르거는 에바그리우스의『기도에
관하여』(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4)는 에바그리우스의 전집 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말
했다.5) 이 논문은 에바그리우스의 관상기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Περὶ Προσεὐ
1) 이 세미나 자료는 필자가 이미『신학논단』제83집에 게재한 필자의 논문 유은호.「에
바그리우스의 기도에 관한 연구 -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를 중심으로」『신학논단』제83집
(2016,3.31), 257-287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Evagrius of Pontus, Evagrius Ponticus: The Praktikos & Chapters on Prayer,
trans. John Eudes Bamberger (Michigan: Cistercian Publications, 1981), lxxxi.
3) Bernard McGinn, The Foundations Mysticism ;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1), 151.
4)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의 그리스어 원문은 J. P. Migne, ed.,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Series graeca et orientalis 79 (Parigi, 1865), 1165-1200을 사용 하였다. 앞의 책은 앞
으로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로 표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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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리스어 원문 분석을 통하여 특징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방법론은 위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의 삼단계 구조인 정화, 조
명, 완전의 구조로6) 에바그리우스의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를 분석할 것이다. 에바그리우스
의 신학적 영향을 받은 위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의 삼단계 구조가 이미 에바그리우
스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 에바그리우스가
위디오니시우스 보다 먼저 정화, 조명, 완전의 삼단계 구조를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동시에 에바그리우스는 플라톤, 스토아철학,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 구조를
빌려7) 자신의 삼단계 구조를 구축하는데 일부 사용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도록 하겠다.
χῆς

II. 정화의 단계 : 악한 생각들의 정화
위디오니시우스는『천상의 위계』3장 3절에서 “정화된 사람들은 더렵혀지지 않아
야 하며, 거룩한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신적인 빛을 받아야 하고, 완전하게 된 사람들
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빠져나와 완전한 이해를 하고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의 무리에 합류해야 한다.”고 말했다.8) 위디오니시우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
으로 정화, 조명, 완전의 세 가지 길을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여정은 지적인 개념들
을 폐기한 이후 신적 조명을 받아 무지속에 은폐된 초월적 영지를 찾아가는 단계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마침내 신과 합일하는 단계가 내포되어 있다.9) 그 가운데 첫 번
째 단계가 정화의 단계이다. 그러므로 에바그리우스의 최종 기도의 단계인 순수 기도
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생각들(λογισμοῖ)을 정화해야 한다.10) 이 악한 생각들은
영혼 안에 나타나는 정념적인 생각들로서 욕망과 분노를 끌어내고, 정신(νοῦς)11)을 기
5) Evagrius, Evagrius Ponticus: The Praktikos & Chapters on Prayer, lxi.
6) 위디오니시우스는 De coelesti hierarchia 3장 3절에서 정화된 자들(χαθαιρομένους),
조명된 자들(φωτιζομένους), 완전한 자들(τελείους)이라는 삼단계 구조를 언급했다. J.
P. Migne, ed., Patrologi ae cursus completus Series latina 3 (Parigi, 1857), 176.
7) 에바그리우스의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에 관한 고전적 논문을 쓴 I. Hausherr는 Περὶ Προσε
ὐχῆς 각 장을 주석하면서 50장, 57장, 66장, 142장의 표현이 신플라톤주의의 교리적 요
소를 담고 있으며, 특히 110장의 구절은 플로티노스의 Enneades I, 2, 3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Irénée Hausherr, Les Leçons D'un Contemplatif : Le Traité de l'Oraison
d'Evagre le Pontique (Paris: Beauc hesne Et Ses Fils, 1960), 7.
8) Pseudo-Dionysius, Pseudo-Dionysius: the complete works, trans. Colm Luibheid
and Paul Rorem (New York: Paulist, 1987), 155.
9) 조규홍, “위-디오니시오스의 신비신학-플로티노스의 신비사상과의 비교 및 오늘날 종
교적 체험을 위한 의미 모색-,” 「가톨릭신학과 사상」 66 (2010), 87.
10) Stewart Columba, “Evagrius Ponticus and The Eastern Monastic Tradition on The
Intellect and The Passions,” MT 27 (2011),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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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다.
에바그리우스가 정화를 강조하는 구조는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 구조와 유사하
다. 플로티노스는 Enneades 1권 6장 6절에서 “그러므로 영혼이 정화하면서 형상과 로
고스가 되고, 모든 것이 비육체가 되고 정신적인 것이 되어 온전히 신적인 것이 되
어...”라고 말했다.12) 플로티노스는 타락한 자신, 망각한 자신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
리는 수단으로 정화를 강조했다. 정화란 육체로부터 오는 욕구 등을 제거하고, 자신을
물질적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영혼은 정화를 통하여 온통 투명하고
순수한 정신 그 자체가 된다.13) 플라톤은 영혼 내부의 갈등 현상을 통하여 갈등을 일
으키는 세 요소를 이성, 격정, 욕망으로 구분하였다.14) 에바그리우스 역시 영혼을 플
라톤의 구조에 따라 욕망부, 정념부, 이성부로 나눈다. 에바그리우스에게 여덟 개의 악
한 생각 중에 첫 번째 세 개는 영혼의 욕망부에 해당하며, 그 다음 세 개의 악한 생각
은 영혼의 감정을 억제하는 정념부에 해당하고, 마지막 두 개는 이성적인 악한 생각에
해당한다.15) 에바그리우스에게 이 세 부분의 악한 생각들을 먼저 정화해야 아파테이
아(απάθεια)의 단계에 들어 갈 수 있다.
1. 욕망적 악한 생각들의 정화
에바그리우스에게 프락티케의 첫 번째 단계는 영혼의 욕망부와의 투쟁이다. 욕망
부는 분심을 일으켜 영혼이 기도 하는 것을 괴롭힌다.16) 에바그리우스에게 육체의 욕
망적인 악한 생각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욕정(παθος)이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
χῆς 8장에서 욕정을 즐기는 것을 스스로 방해해 보려고 욕정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한다.17)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44장에서는 기도할 때 기억을 강하게 지키지 않으면 과
거의 욕정을 만들어 내게 된다고 말한다.18) 그러므로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
11) 에바그리우스가 사용하는 νοῦς는 마음이나 감정으로 번역할 수 있는 heart의 의미보
다는 지성(intellect)이나 정신(mind)에 가깝다. Henry Geoge Liddell Robert Scott,
Liddell and Scott's Greek-English Lexicon Abridged the Little Liddell (Oxford:
Simon Wallenberg Press, 2007 ), 468.
12) “γίνεται οὖν ἡ ψυχὴ καθαρθεῖσα εἶδος καὶ λόγος καὶ πάντη ἀσώματος καὶ νοερὰ
καὶ ὅλη τοῦ θείου,” Plotinus, Plotini Enneades, ed. R. Volkmann (Lipsiae: In
aedibus B.G. Teubneri, 1883-1884), 92.
13) 김영철,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의 구조와 특징,” 「범함철학」 42 (2006), 153.
14) 김윤동, “플라톤에 있어서 영혼의 三分,” 대동철학」 6 (1999/12), 10.
15) Stewart Columba, “Evagrius Ponticus and The Eastern Monastic Tradition on The
Intellect and The Passions,” 268.
16) Andrew Louth,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102.
17)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69.
18) Ibid.,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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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장에서 진실로 기도하며, 간청하려고 할 때는 욕망(επιθυμιας)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욕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19) 플로티노스도
『엔네아데스』1권 6장 5절에서 영혼이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떨어지면 육체적인 성
향들을 정화 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ς

“육체를 통한 행동으로써 얻고자 애쓰는 저 욕망으로부터 떨어져 홀연히 존재하
게 된다면, 영혼은 다른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육체적인 성향들을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로지 자신만이 남게 되어 또 다른 본성에 따라 이끌린 추한
것은 모두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20)
플로티노스도 에바그리우스같이 육체적인 욕정으로부터의 정화를 강조한다. 그런
이유로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71장에서는 욕정의 종이 된 정신은 영적인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21)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83장에서 이
러한 욕정을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편 성가를 통해 욕정을 안정시키고 육체
의 무절제를 고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22) 이런 필요를 위해 에바그리우스는 시
험들을 이기는 성경 구절을 제공했다.23) 또한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82장,
83장, 85장에서 시편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제시하고 있다. 시편 성가는 기도
를 위해 육체와 영혼과 정신의 전 인격을 준비시키는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다.24) 이
처럼 에바그리우스에게 욕정은 정신이 이성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생각이다.
두 번째 육체의 욕망적인 부분은 탐식과 간음과 탐욕이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50장에서 악령들은 탐식(γαστριμαργιαν)과 간음(πορνειαν), 탐욕(φιλαργυ
ριαν)을 통하여 정신이 기도할 수 없도록 무감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구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25) 세 번째 육체의 욕망적인 부분은 유혹과 매혹, 쾌락,
충동에 대한 악한 생각들이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37장에서 기도를 위
19) Ibid., 1177.
20) 플로티노스/조규홍 옮김, Ἐννεάδες 엔네아데스』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38.
21) Ibid., 1181.
22) Ibid., 1185.
23) Stewart Columba, “Imageless Prayer and the Theological Vision of Evagrius
Ponticus,” J ECS 9 (2001), 186; 에바그리우스가 말하는 여덟 가지 악한 생각들을 극
복하기 위해 제시한 성경 구절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Evagrius, Evagrius
of Pontus Talking Back Antirrhe tikos, trans. David Brakke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09), 53-173.
24) Luke Dysinger, Psalmody and Prayer in the Writings of Evagrius Pontic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73-98, 103.
25)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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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모든 유혹(πειρασμου)과 매혹(εγκαταλειψεως)으로부터 구출받기 위해 기도해
야 한다고 말한다.26)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50장에서는 충동(οργην)을 통하여 정신이 기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한다.27) 이처럼 에바그리우스는 육체의 욕망적인 악한 생각인
욕정, 탐식, 간음과 탐욕, 유혹과 매혹, 쾌락, 충동 등을 먼저 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에바그리우스에게 순수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들의 정화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도 에바그리우스는 욕정을 욕망적인 악한 생각들의 정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2. 정념적 악한 생각들의 정화
콜움바 스테와르트는 에바그리우스의 업적은 초기 이집트 수도원 운동의 실천가
들을 통해 배운 증상 기술에 정념들에 대한 그리스 철학적 이해를 결합한 것이라고
말했다.28)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자기 상실에 이르고, 더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것을 정념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릇된 판
단, 억견으로 나타나는 이성의 타락을 정념으로 이해했다.29) 에바그리우스에게 영혼이
분심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혼의 정념부와 밤낮
싸우게 된다. 에바그리우스의 욕망부는 단지 기도하는 중에 정신을 분심시키지만, 정
념부는 정신을 어둡게 하고 기도를 못 하도록 만든다.30) 플로티노스는『엔네아데스』
1권 6장 7절에서 자신을 닦아내는 정화를 통하여 신을 주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로지 자신 안에서 신만을 바라보며, 때가 묻지 않도록 순수하고 깨끗하 게
자신을 닦아낸다면, 모든 것들이 신에게 의지하며 또 신을 예의주시할 뿐만 아니라
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살아가고 또 사유한다는 사실을 깨 닫게 될 것이다.”31)
플로티노스는 자신안의 때를 정화한 다음 비로서 신을 사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에바그리우스에게도 플로티노스의 때에 해당하는 정념들을 정화
해야 순수 기도를 통해 신을 주시할 수 있는 것이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
ς 12장에서 정념적인 악한 생각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분노를 언급했다.32) Περὶ Προσε
26) Ibid., 1176.
27) Ibid., 1177.
28) Stewart Columba, “Evagrius Ponticus and The Eastern Monastic Tradition on The
Intellect and The Passions,” 263-264.
29) 박인철, “정념의 근원,” 탈경계 인문학」 3 (2010/10), 121, 130.
30) Andrew Louth,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102.
31) 플로티노스/조규홍, Ἐννεάδες 엔네아데스』 , 42.
32)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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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에서는 분노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분노(θυμὸς)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33)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26장에서는 기도자가
분노를 억제할 때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34) 또한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27장에서는 분노는 인식하는 마음의 눈을 방해하기 때문에 분노를 훈련해야만 기도의
상태를 망치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35) 에바그리우스는 이 분노를 막는 구제책은 인내
하며, 남을 판단하는 것을 피하고,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36)
두 번째 정념적인 악한 생각은 게으름이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43
장에서 수도승이 기도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는 것은(περιβλεπηται) 아직 기도하는 것
이 아니라고 말한다.37) 에바그리우스는 이같은 상태에 빠진 것을 아케디아(ακηδια)에
빠진 것이라고 말한다. 에바그리우스는 수도승이 기도 중에 이같은 아케디아에 빠진
것은 게으름의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말한다.38) 세 번째 정념적인 악한 생각은 낙담
이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88장에서 기도자는 기도할 때 낙담(αθυμει)을
해서도 안 되며, 기도할 때 희미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강한 인내로 격려해야
한다고 말한다.39) 네 번째 정념적인 악한 생각은 복수하려는 생각이다. 에바그리우스
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0장에서 악령들은 복수하려는 생각들을 충동하여 정신을 위험으
로 몰아넣는다고 말한다.40) 다섯 번째 정념적인 악한 생각은 말다툼이다. 에바그리우
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2장에서 말다툼(αντιλογια)이 생기면 심판 받을 것을 생각해
야 한다고 말한다.41) 이같이 에바그리우스는 분노, 게으름, 낙담, 복수, 말다툼 등의 정
념적 악한 생각들을 정화해야 순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에바그리우스는
그 중에서도 분노의 정화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스토아학파가 분노를 가장 나쁜 정념
으로 생각한 것과 유사성을 보인다.42)
ὐχῆς

3. 이성적 악한 생각들의 정화
33) Ibid., 1172.
34) Ibid.
35) Ibid., 1172-1173.
36) Andrew Louth,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102.
37)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76.
38) 게으름에 대한 역사적 기원과 형성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Siegfried Wenzwl, The
Sin of Sloth (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7)을 참조
하라. 특히 3-46을 보라.
39)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85.
40) Ibid., 1169.
41) Ibid., 1169.
42) 스토아학파의 분노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김경숙
옮김, 화에 대하여』 (서울: 사이출판사, 201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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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그리우스에게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인 욕망적 부분과 정념적 부분이 평온하
게 되면 영혼은 분심이 없고 고뇌가 없는 기도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악
령들이 헛된 영광과 교만의 이성적인 악한 생각들을 넣으려고 공격한다.43) 플로티노
스는『엔네아데스』 5권 3장 3절에서 정신이 영혼의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정신에
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신은 영혼의 이성과 다르며, 오히려 그 위에 자리하겠기에 설령 영혼의 부분
들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존재한다고 본다. 사실
상 정신은 우리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부가 아니다. 그렇듯 우리는 그(정신)
에게 가까이 접근하면서 동시에 매번 우리가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한 가까이 접근하
지 못한다.”44)
플로티노스는 영혼이 이성과 정신의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영혼이 이
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신에 가까이 접근해야 일자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바그리우스에게도 이성적인 악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야 순수 기도의 단계에 들어
가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에바그리우스에게 이성적인 악한 생각들의 대표적인
것은 헛된 영광이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72장에서 악령들은 정신이 기
도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헛된 영광(κενοδοξιας)을 준다고 말한다.45) 두 번째
이성적인 악한 생각은 망상 혹은 형상과 환영이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72장에서 악령들은 하나님에 대한 망상(δοξαν)으로 완벽하게 도달했다고 상상하게 하
는 감각적인 것을 사랑하도록 형상(σχηματισμον)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46) 왜냐하면
에바그리우스에게 기도하는 동안 나타나는 형상은 정신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수도승은 형상에 대해 회의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에바그리
우스에게 그 같은 형상은 악령의 방해이기 때문이다.47) 세 번째 이성적인 악한 생각
은 방종이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47장에서 악령은 사람에게 본성을 초
과하게 하여 정신을 방종하게(υβριζει) 한다고 말한다.48) 네 번째 이성적인 악한 생각
은 해로운 기쁨이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48장에서 악령은 해로운 기쁨
(ἐπίχαρμα)을 가져다준다고 말한다.49) 이처럼 에바그리우스는 헛된 영광, 망상, 형상,
43) Andrew Louth,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103.
44) 플로티노스/조규홍 옮김, 『영혼-정신-하나 ; 플로티노스의 중심개념』 (서울: 나남출
판사, 2008), 88-89.
45)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81.
46) Ibid., 1181.
47) Blossom Stefaniw, “Evagrius ponticus on lmage and Material,” CSQ 42 (2007), 129.
48)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77.
49) Ibid.,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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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방종, 해로운 기쁨 같은 이성적 악한 생각들을 정화해야 순수 기도를 할 수 있
다고 말한다. 에바그리우스는 그 가운데 헛된 영광을 이성적인 악한 생각들 가운데에
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에바그리우스에게 욕망적, 정념적 이성적 악한 생각들
을 모두 정화해야 조명의 단계인 아파테이아의 단계에 들어 갈 수 있다.50)

III. 조명의 단계 : 두 단계의 아파테이아
위디오니시우스는『교회의 위계』5장 3절에서 성직자를 세 가지 서열로 구분했
다. 즉, 정화하는 사람, 조명하는 사람, 완전함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첫 번째 서열이
갖춘 능력은 성례전을 통하여 비입회자를 정화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서열이 갖춘 능
력은 정화된 사람들을 조명시키는 사람이고, 세 번째 서열은 완전한 능력을 갖춘 자로
서 관상의 깨달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다.51) 위디오니시우스에 따르면 정화된 사람
은 조명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에바그리우스도 자신의 수행을 통해 욕망과 정념과
이성적인 부분들을 정화한 후에 조명의 단계인 아파테이아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앤드루 라우스에 따르면 에바그리우스에게 악한 생각들에 대한 정화는 영혼이 덕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모든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아파테
이아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52) 특히 에바그리우스는 아파테이아를 악령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얻은 불완전한 아파테이아와 악령에게 승리했을 때 얻는 완전한 아파테
이아로 구분했다.53) 이런 점은 에바그리우스가 스토아학파의 아파테이아 개념을 빌리
지만54) 스토아학파의 아파테이아의 개념과는 다른 자신의 독특한 아파테이아 개념을
구축하고 있는 증거이다.
1. 불완전한 아파테이아
에바그리우스는 아파테이아를 불완전한 아파테이아와 완전한 아파테이아로 구분
하고 있다. 에바그리우스가 아파테이아를 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플로티노스가 정신
을 둘로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다. 플로티노스의 정신은 첫째, 오로지 자기 자신 가운
데 순수하게 머무는 정신이며, 둘째는 동시에 영혼 가운데 머무는 정신이다.55) 플로티
50) Andrew Louth,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102.
51) Pseudo-Dionysius, Pseudo-Dionysius: the complete works, 235.
52) Andrew Louth,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100.
53) Bernard McGinn, The Foundations Mysticism, 151, 156.
54) 스토아학파의 아파테이아 개념에 대해서는 손병석, “무정념(απάθεια) : 현인(賢人)에
이르는 스토아적 이상과 실천,” 哲學硏究」 80 (2008), 41-6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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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의 영혼 가운데 머무는 정신은 에바그리우스의 불완전한 아파테이아와 대비되고,
플로티노스의 자신 가운데 순수하게 머무는 정신은 에바그리우스의 완전한 아파테이
아에 해당된다. 에바그리우스에게 이 아파테이아 단계에 도달해야 하는 이유는 아파테
이아는 순수 기도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56) 그러나 에바그리우스는 Πε
ρὶ Προσεὐχῆς 55장에서 기도자가 욕정에서 벗어나 아파테이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순수 진리(αληθως)의 기도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왜
냐하면 단순히 욕정에서 벗어난 것이 (완전한) 아파테이아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57) 이것은 완전한 아파테이아 이전의 불완전한 아파테이아 단계가 있다
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또한 에바그리우스는 위선적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과 형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형상은 순수 기도를 전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형상에는 객관적 인식의 대상과 추론적 생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58) 사막의 안
토니우스도 기도 할 때 인식의 대상을 거부했다.59) 에바그리우스에게 불완전한 아파
테이아는 아직 영혼이 기도 할 때에 인식의 대상과 추론적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상
태이다. 플로티노스가 진리로 나아가는 정신을 넘어 순수 정신으로 나가는 것 같이 에
바그리우스도 불완전한 아파테이아를 넘어 완전한 아파테이아로 들어갈 때 비로소 순
수 기도에 접근하는 것이다.
2. 완전한 아파테이아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52장에서 완전한 아파테이아는 지혜를 잡아채는
최고 높은 정신의 꼭대기이며, 영적인 정신을 요청하는 기도의 상태라고 말한다.60) 에
바그리우스에게 완전한 아파테이아의 단계에 들어간 첫 번째 표지는 기쁨으로 기도하
는 것이다.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61장에서 기도자가 숙고와 가라앉아 있던 뒤섞인 생각들
로부터 물러나 두려움(ευλαβειας)과 기쁨(χαρας)으로 채워지게 될 때 기도의 경계선
(οροις)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61) 에바그리우스가 말
55) 이부현, “영혼과 정신-플로티노스의 『에네아데』 5권 3장 6절-9절에 대한 해석과 재
구성,” 시대와 철학」 12 (2001), 331.
56) Bernard McGinn, The Foundations Mysticism, 151.
57)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77.
58) Martin Laird, “The Open Country Whose Name is Prayer: Apophasis, Deconstruction,
And Contemplative Practice,” MT 21 (2005), 146.
59) 요한 카시아누스의 Collationum에 따르면 사막의 안토니우스는 “수도승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거나, 그가 기도하는 대상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완전한 기도가 아
니다.”(Non est, inquit, Perfecta oratio in qua se monachus, vel hoc ipsum quod orat,
intelligit)라고 말했다. J. P. Migne, ed.,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Series latina
49 (Parigi 1846), 808.
60)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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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완전한 아파테이아의 단계에서 얻는 기쁨은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좋은 정념, 즉
유파테이아(εὐπάθεια)를 얻은 것과 유사하다.62)
에바그리우스가 말하는 완전한 아파테이아의 두 번째 표지는 아가페를 얻는 것이
다. 에바그리우스에게 아파테이아는 프락티케의 진정한 목적인 아가페를 얻기 위한 필
수 조건이다.63) 에바그리우스는 『프락티코스』에서 아파테이아의 자손을 아가페라고
말했다.64) 에바그리우스의 수덕적 삶과, 관상적인 삶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스토아학파도 고독 속에서 고립하는 키니코스학파나 에피
쿠로스학파와는 달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 동시
에 남들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65) 이런 점에서 에바그리우스는 스토아학파의 이
상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기도 신학에 맞게 스토아
사상을 변용시키고 있다. 에바그리우스에게 아파테이아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를 수 있
는 관상의 단계이다. 에바그리우스는 완전한 아파테이아의 단계를 획득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일치하는 완전의 단계인 순수 기도로 들어가게 된다.

IV. 완전의 단계 : 순수 기도66)
위디오니시우스는『신비 신학』5장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이며, 모든 만물
의 유일하신 원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단정을 넘어서며, 단순하고 절대적인 본성의 덕
때문에 모든 한정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한정을 넘어서며, 또한 모든 부정을 넘어선
다.”고 말했다.67) 위디오니시우스는 긍정신학에서 다시금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
61) Ibid., 1180.
62) 손병석, “무정념(απάθεια) : 현인(賢人)에 이르는 스토아적 이상과 실천,” 57-58.
63) 김주한, “폰투스 에바그리우스의 영성신학-그의 The Praktikos를 중심으로-,” 신학
연구」 44 (2003), 255.
64)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허성석 옮김, 『프락티코스』 (왜관: 분도출판사, 2011), 61.
65) 최양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정치적 지향성으로서의 명예,” 「인문학연구」 82
(2011), 404.
66)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에서 기도를 표현할 때 진실한(αληθως) 기도는 9회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69(10장), 1177(53장), 1177(55장), 1180(59장), 1180(60장), 1181(72
장), 1184(75장), 1184(80장), 1192(113장), 영적인(πνευματικης) 기도는 5회(Περὶ Προσε
ὐχῆς, 1177(49장), 1180(62장), 1181(71장), 1189(101장), 1193(128장), 순수(καθαρως) 기
도는 4회(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81(67장), 1181(70장), 1181(72장), 1188(97장), 단순한(απλ
ανως) 기도는 1회(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81(72장), 관상(θεωρια)은 3회(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78(56장), 1180(57장), 1185(86장) 사용한다. 에바그리우스에게 이 모든 기도는 동의어
로 사용되고 있다.
67) Pseudo-Dionysius, Pseudo-Dionysius: the complete works,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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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리고 마침내 그런 긍정과 부정을 모두 초월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세 번째
단계인 신비신학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68) 이 단계는 긍정을 부정하고, 부정마
저도 초월한다. 루이 부이에는 플로티노스의 부정신학을 에바그리우스가 제일 먼저 그
리스도교안으로 계승했다고 말했다.69) 플로티노스는 부정의 길에서 영혼이 일자와의
합일의 상태에 들어가면 탈혼 상태에 빠지게 되며, 그 속에서 일자와의 신비적 합일,
일종의 자기동일성을 주관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70) 플로티노스는『엔네아데
스』 6권 9장 11절에서 <하나>와의 합일의 상태에서 탈아의 상태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만일 제대로 말하겠다면 ”도대체 그 자신은 거기에 없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탈아(脫我) 상태’이거나‘접신(接神)한 상태’로서 호젓이 침잠하여 고요 속에 빠져
들어 버린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정체성에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으
면서도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집착하지 않은채 완전히 호젓한 상태에서 멈춘 것처럼
된다...예컨대 탈아 상태(ἔκστασις)나 해탈(ἄπλωσις) 혹은 자기 이탈(ἐπίδοσις αὐτοῡ)
혹은 접촉과 안정에 다다름 혹은 합일정념(合一正念)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을 것이
다.”71)
이에 반해 에바그리우스는 순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플로티노스 같이
탈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상적인 정신의 고양(高揚)이 나타난
다(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36). 이런 점에서 에바그리우스는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적 구조
를 일부 빌리면서도 플로티노스와는 다른 하나님과의 합일을 말한다.
1. 성령과 천사의 역할
에바그리우스의 순수 기도에서 성령과 천사는 수도승이 순수 기도로 들어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62장에서 욕정에서 벗어나면
성령이 기도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각과 밀집한 다량의 생각들을 몰아내고 영적
인 기도를 성취하도록 헌신 한다고 말한다.72)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62장
68) 조규홍, “위-디오니시오스의 신비신학-플로티노스의 신비사상과의 비교 및 오늘날 종
교적 체험을 위한 의미 모색-,” 85-86.
69) Louis Bouyer, The Spirituality of the New Testament and the Fathers (New York:
Desclee company, 1963), 381; 셀스는 플로티노스는 서방의 부정신학의 기초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도전적이고 기초적인 부정신학의 구절들을 남긴 작가라고 말했다. Michael
Anthony Sells, “Apophasis in Plotinus: a critical approach,” HTR 78(1985). 47-48.
70) 김영철,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의 구조와 특징,” 156.
71) 플로티노스/조규홍 옮김, 『플로티노스의 <하나>와 행복』 (서울: 누멘출판사, 2010), 50-51.
72)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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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완전한 아파테이아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이제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성령과 천
사가 도움을 주어야 순수 기도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성령은 기도자를 영
적인 기도를 성취하도록 헌신시킨다.73) 앤드루 라우스에 따르면 에바그리우스에게 완
전한 아파테이아는 순수 기도를 하는 상태가 아니다. 순수 기도는 아파테이아를 초월
한다. 순수 기도는 영혼이 받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은총이라는 의미에서 초월적이
다.74) 이처럼 기도자는 성령과 천사의 도움으로 순수 기도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야
손 스쿨리는 성령과 천사가 존재론적으로는 다르지만 에바그리우스에게 두 존재는 긴
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령과 천사의 활동에 유사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에바
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62장에서 성령을 한번 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75) 천
사를 5회76) 언급함으로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았다. 성령이 수도승을 기
도로 인도하듯이, 천사도 수도승을 순수 기도로 인도하고 있다고 보았다.77) 순수 기도
의 단계에서 성령과 천사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은 순수 기도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신적인 빛의 경험과 협력
에바그리우스에게 수도승이 순수 기도로 들어갔다는 첫 번째 표지는 신적인 빛(φ
ως)을 경험하는 것이다. 에바그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80장에서 기도자가 진실한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빛을 가지고 만나려고 한다고 말한다.78) 에바그리우스가
Reflections 2장에서 말했듯이 기도자가 하나님과 협력할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에게 고유한 빛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79) 플로티노스는『엔네아데스』5권 8장 12절
에서 저편의 세계가 항상 빛을 비추고 있다고 말한다.80) 에바그리우스의 순수 기도의
단계에서 신적인 빛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플로티노스도 일자와 합일 할 때 빛을 본
다. 플로티노스의『엔네아데스』5권 3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일자)와 접촉하게 된 자는 접촉하는 동안 혼절(昏絶)한 나머지 심지어 말할
73) Ibid.
74) Andrew Louth,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107.
75)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80.
76) Ibid., 1173(30장), 1184(74장), 1184(75장), 1185(81장), 1188(96장)
77) Jason Scully, “Angelic Pneumatology in the Egyptian Desert: The Role of the
Angels and the Holy Spirit in Evagrian Asceticism,” JECS 19 (2011), 292, 303-305.
78)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84.
79) Evagrius of Pontus, Evagrius of Pontus: The Greek Ascetic Corpus, trans. Robert
E. Sinkewicz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11.
80) 플로티노스/조규홍 옮김, Ἐννεάδες 엔네아데스』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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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조차 갖지 못하게 되고, 그(하나)에 대해 다만 뒤늦게나마 설명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그를 만난 자는 제 영혼이 순간(瞬間) 빛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에게서 비롯된 [바로 그 빛이자] 하나 자체이기 때문이다...바로 그 빛에
힘입어 영혼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셈이다...저 너머의 빛을 받음으로써
진정 우리가 보아야 할 것으로서 저 너머를 알아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81)
신과의 합일의 순간에 빛이 나타난다는 현상은 플로티노스와 에바그리우스에게서
동일하다. 그러나 플로티노스에게 빛은 일자와 합일을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 일자가
빛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바그리우스에게 나타나는 신적인 빛은 하나님과의 합
일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 빛은 하나님과 협력할 필요를 느낄 때 나타나며, 빛이
악령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플로티노스와는 상이점을 보인다.
3. 또 다른 천사로의 변형
에바그리우스에게 순수 기도의 최종 목표는 또 다른 천사가 되는 것이다. 에바그
리우스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3장에서 수도승은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또 다른 천사('Ι
σαγγελος)가 된다고 말한다.82)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4장에서도 수도승이 또 다른 천사
가 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동경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83) 버나드
맥긴은 수도승이 천사처럼 되는 것은 그의 동료 인간들 혹은 하나님의 나머지 피조물
에 대한 관계나 책임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84) 에바그리우스에게 수도승이
순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황홀 상태에 빠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
니다. 오히려 수도승은 또 다른 천사가 되어 기도로 남들을 돕는 자가 된다. 수도승은
또 다른 천사로 변형됨으로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85) 수도승이 기도로 또 다른 천사가 되는 신성을
얻을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알렉산드리아학파의 영향이다. 알렉산드리아학파는 로
고스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신성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인간이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인성이 신성에까지 올림을 받았다.86)
알렉산드리아학파의 신학적 영향을 받은 에바그리우스도 기도자가 또 다른 천사가 될
수 있는 신성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에바그리우스에게 순수 지성은 하나님과의 관
81) 플로티노스/조규홍 옮김,『영혼-정신-하나 ; 플로티노스의 중심개념』, 125-127.
82)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1192.
83) Ibid.
84) Bernard McGinn, The Foundations Mysticism ;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157.
85) Andrew Louth,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108-109.
86) 노성기,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 신학전망」 147 (2004),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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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정도에 따라서 천사, 인간, 악마라는 세 종류의 계층이 생겨난다.87) 에바그리우
스에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순수한 정신들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순
수 기도의 상태를 얻는 것은 천사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천사들이 순수 정
신이 있고, 인간과 악령들은 타락한 정신이 있다는 사상의 배후에는 플라톤 혹은 신플
라톤적 영향 때문이다.88) 그러나 에바그리우스의 인간론에서는 플라톤이나 신플라톤
주의의 영향이 있어 보이지만 신론에 있어서는 이들과는 현격한 차이점을 보인다. 가
브리엘 번지는 에바그리우스의 수도승이 순수 기도의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신은 피
타고라스학파에 기원을 두고 있는 철학적 헤나스(ἑνάς) 혹은 모나스(μονάς)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89) 에바그리
우스가 순수 기도와 삼위일체 관상을 동등하게 본 점은 특히 수도원적 삶의 맥락에서
가장 현격한 공헌이다.90) 결국 수도승은 순수 기도를 통해 천사같이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게 된다. 에바그리우스가 말하는 관상 기도인 순수 기
도는 영혼이 순수 정신으로 가득차서 천사같이 되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기도이다.

V. 나가는 말
에바그리우스의 영혼의 구조는 플라톤의 삼분설과 유사하다. 정념과 아파테이아
(무정념)의 개념은 스토아학파의 외형적 구조를 따르고 있는 듯하다. 에바그리우스가
에피쿠로스 학파를 따랐다면 무정념인 아파테이아(ἀπαθεία) 대신 초연함을 뜻하는 아
타락시아(ἀταραξία)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에바그리우스는 스토아학파의 아파테
이아 개념을 차용한다. 그러면서도 에바그리우스는 스토아의 아파테이아의 개념을 불
완전한 아파테이아와 완전한 아파테이아로 구분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아파테이아 개
87) 유재경, “영적 성장의 관점에 본 에바그리우스의 인간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7 (2012), 336.
88) Andrew Louth,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108.
89) Gabriel Bunge, “The Spiritual Prayer On the Trinitarian Mysticism of Evagrius of
Pontus,” MS 17 (1986), 193. 196-197. 번지는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58, 59, 77, 146장에 나
오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는 구절이 에바그리우스의 삼위
일체 신비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요한에게 성부에 대한 경배는 영과 진리로만 가
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도의 대상자로서의 성부에 대한 언급은 에바그리우스의 Πε
ρὶ Προσεὐχῆς 1169(6장), 1173(32장), 1173(34장), 1177(51장), 1177(54장), 1180(58장),
1180(59장), 1192(114장)에 언급되어 있고, 기도의 중보자로서 성자에 대한 언급은
1180(60장)에, 기도를 성취하는 성령에 대한 언급은 1180(62장)에 나타난다.
90) Bernard McGinn, The Foundations Mysticism ;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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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구축하였다. 특히 에바그리우스는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노스의 정화를 통해 일
자와 합일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구조를 일부 빌리지만 플로티노스가 말하는 일자와
의 합일에서 나타나는 탈혼 상태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에바그리우스에게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순수 기도는 탈혼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신의 고양(高揚) 상태이기
때문이다. 에바그리우스는 플라톤, 스토아학파,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적 구조를 일부
빌려 자신의 독자적인 기도론의 구조인 정화, 조명, 완전의 구조로 변용시켰다. 물론
이 구조는 훗날 위디오니시우스에 의해 더욱 체계화 되지만 위디오니시우스의 작품에
서보다 먼저 이 구조를 에바그리우스의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에
바그리우스의 순수 기도에 이르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욕망적, 정념적, 이성적 악한
생각들로부터의 정화의 단계이다. 두 번째는 조명의 단계로 불완전한 아파테이아에서
완전한 아파테이아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완전의 단계로 순수 기도에
이르는 단계이다. 순수 기도의 단계에서는 성령과 천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 단계
에서 신적인 빛을 경험하고 협력을 받는다. 에바그리우스에게 정화의 단계와 조명의
단계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를 수 있는 단계라면, 순수 기도의 단계는 성령과 천사의
인도, 신적인 빛을 받아야 오를 수 있는 단계이다. 그런 차원에서 에바그리우스의 정
화의 단계와 아파테이아의 단계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획득 관상
(acquired contemplation)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순수 기도의 단계는 하나님의 은총
으로만 가능한 주입 관상(infused conte mp lation)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에바그리우스의 관상 기도의 구조를 볼 때 히에로니무스가 에바그리우스를 가리켜 펠
라기우스주의의 원조라고 평가한 것은 에바그리우스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에바그리우스의 제자로 알려진 요한 카시아누스의 반펠라기우스적 구조와 에바
그리우스의 관상 기도의 구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정화를 이루려고 노력 할 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삼위일체론』 4권 15.20.
).91) 고대 그리스의 철학들과 성서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에바그리우스의 관상 기도가
반펠라기우스적인 구조를 담고 있다면, 은총주의를 강조하는 개신교 신학에서 관상 기
도 수용에 관하여 다시한번 심도있는 신학적 토론을 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
각한다. 에바그리우스의 관상 기도에 오리게네스와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전승사적 영
향 관계는 다음 과제로 남겨 놓겠다.

91) 아우구스티누스/성염 옮김,『삼위일체론』(왜관: 분도출판사, 2015), 455-457.
- 289 -

￭ 참고문헌 ￭
김영철.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의 구조와 특징.” 「범함철학」 42 (2006/가을):
137-159.
김윤동. “플라톤에 있어서 영혼의 三分.” 「대동철학」 6 (1999/12): 1-20.
김주한. “폰투스 에바그리우스의 영성신학-그의 The Praktikos를 중심으로-.” 「신학
연구」44 (2003): 241-258.
노성기.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 「신학전망」 147 (2004): 163-190.
박인철. “정념의 근원.” 「탈경계 인문학」 3 (2010/10): 121-157.
세네카, 루키우스 안나이우스/김경숙 옮김. 『화에 대하여』 . 서울: 사이출판사, 2013.
손병석. “무정념(απάθεια) : 현인(賢人)에 이르는 스토아적 이상과 실천.” 「哲學硏
究」 80 (2008): 41-60.
폰티쿠스, 에바그리우스/허성석 역주 해제. 『프락티코스』 . 왜관: 분도출판사, 2011.
아우구스티누스/성염 옮김.『삼위일체론』. 왜관: 분도출판사, 2015.
유재경. “영적 성장의 관점에 본 에바그리우스의 인간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7 (2012): 327-352.
이부현. “영혼과 정신-플로티노스의 『에네아데』 5권 3장 6절-9절에 대한 해석과 재
구성.”「시대와 철학」 12 (2001): 325-401.
조규홍. “위-디오니시오스의 신비신학-플로티노스의 신비사상과의 비교 및 오늘날 종
교적 체험을 위한 의미 모색-.” 「가톨릭신학과 사상」 66 (2010): 81-112.
최양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정치적 지향성으로서의 명예.”「인문학연구」82
(2011): 403-432.
플로티노스/조규홍 옮김. 『Ἐννεάδες 엔네아데스』 .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_______.『영혼-정신-하나 : 플로티노스의 중심개념』. 서울: 나남출판사, 2008.
Bouyer, Louis. The Spirituality of the New Testament and the Fathers. New York:
Desclee company, 1963.
_______. “The Spiritual Prayer On the Trinitarian Mysticism of Evagrius of
Pontus.” MS 17 (1986): 191-208.
Dysinger, Luke. Psalmody and Prayer in the Writings of Evagrius Ponticu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Hausherr, Irénée. Les Leçons D'un Contemplatif : Le Traité de l'Oraison d'Evagre
l e Pontique. Paris: Beauchesne Et Ses Fils, 1960.
Laird, Martin. “The Open Country Whose Name is Prayer: Apophasis, Deconstruc
tion, And Contemplative Practice.” MT 21 (2005): 141-155.
Liddell, Henry Geoge · Scott, Robert. Liddell and Scott's Greek-English Lexicon
Abridged the Little Liddell. Oxford: Simon Wallenberg Press, 2007.
Louth, Andrew.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Mystical Tradition. New York:
- 290 -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McGinn, Bernard. The Foundations Mysticism ;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1.
Migne, J. P., ed.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Series graeca et orientalis 79.
Parigi 1865.
_______.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Series graeca et orientalis 34. Parigi
1860.
_______.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Series latina 3. Parigi, 1857.
_______.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Series latina 49. Parigi, 1846.
Palladius. The Lausiac History, Translated by Robert T. Meyer. London: The
Newman Press, 1965.
Pontus, Evagrius. Evagrius of Pontus Talking Back Antirrhetikos, Translated by
David Brakke.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09.
_______. Evagrius of Pontus: The Greek Ascetic Corpus, Translated by Robert
E. Sinkewicz.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_______. Evagrius Ponticus: The Praktikos & Chapters on Prayer, Translated by
J. E. Bamberger. Michigan: Cistercian Publications, 1981.
Pseudo-Dionysius. Pseudo-Dionysius: the complete works, Translated by Colm
Luibheid and Paul Rorem. New York, Mahwah: Paulist, 1987.
Scully, Jason. “Angelic Pneumatology in the Egyptian Desert: The Role of the
Angels and the Holy Spirit in Evagrian Asceticism.” JECS 19 (2011):
287-305.
Sells, Michael Anthony. “Apophasis in Plotinus : a critical approach.” HTR
78 (1985): 47-65.
Stefaniw, Blossom. “Evagrius ponticus on lmage and Material.” CSQ 42 (2007):
125-135.
Columba, Stewart. “Evagrius Ponticus and The Eastern Monastic Tradition on The
Intellect and The Passions.” MT 27 (2011): 263-275.
_______.“Imageless Prayer and the Theological Vision of Evagrius Ponticus.”
JECS 9(2001): 173-204.
Volkmann, Ricardus., ed. Plotini Enneades. Lipsiae: In aedibus B.G. Teubneri,
1883-1884.
Wenzwl, Siegfried. The Sin of Sloth. 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7.

- 291 -

- 292 -

논 찬 4-A-1
“이집트 초기 사막 수도승들의 관상 기도
- 에바그리우스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양 정 호 박사
(장신대학교)

저자는 서론에서 에바그리우스가 우리 시대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기도의 교사
로 소개한 터너의 평가를 언급하면서 에바그리우스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에바그
리우스의 Περὶ Προσεὐχῆς 를 위디오니시우스의 정화 조명 완전의 구조로 분석함으로
써 위디오니시우스 이전에 이미 에바그리우스가 삼단계 구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
겠다고 한다.
본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논지에 따라 위디오니시우스 신비신학 3단계 구조인 정
화, 조명, 완전의 순서에 따라서 각 장을 구성하고, 각 장에서는 위디오니시우스의 개
념과 에바그리스우스의 개념을 연결하여 중세의 대표적 신비신학자가 제시한 신과의
합일에 이르는 정화 조명 완전의 단계가 이미 고대 사막교부인 에바그리우스의 기도
의 신학에 표현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에바그리우스에게서 나타나는 정화
조명 완전의 개념은 고대 철학자들의 개념들과 어떤 점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갖
는지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에바그리우스의 기도의 신학에 갖는 특징에 대해서도 드
러내고 있다.
“II. 정화의 단계: 악한 생각들의 정화” 악령이 악한 생각들을 부추겨서 기도를 방
해하기에 순수한 기도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악한 생각을 정화해야 한다는
에바그리우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그의 “정화” 개념이 플로티노스의 정화 개념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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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욕망, 정념, 이성 나누는 플라톤의 영혼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III. 조명의 단계: 두 단계의 아파테이아” 에바그리우스에게 있어 정화의 다음 단
계는 아파테이아의 단계로 스토아 학과의 개념과는 달리 불완전한 아파테이아와 완전
한 아파테이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완전한 아파테이아의 표지를 기쁨과 아가페로
제시하는 에바그리우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IV. 완전의 단계: 순수기도” 에바그리우스가 말하는 세 번째 여정의 단계가 신학
의 단계라고 한 앤드루 라우스의 말을 인용하여 위디오니시우스에게 있어서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신학의 단계라는 점과 연결시키고 있다. 순수 기도
의 최종 목표는 영혼이 순수 정신으로 가득차서 천사같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상하는 단계라고 주장한다.
결론부분에서는 정화의 단계와 아파테이아의 단계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획득관상의 단계이고, 순수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주입관상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과 함께, 관상기도를 어떻게 개신교 전통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까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이렇게 잘 짜여진 구조 안에서 위디오니시우스의 하나님께 이르는 영혼의 여정
삼단계를 해석의 틀로하여 에바그리스우스의 기도의 여정 삼단계를 설명하고 있기에,
논지를 따라가다 보면 영혼의 여정이 기도의 여정으로 환원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영혼의 여정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논문의 구조만을 가지고도 논지를 잘 이끌어 가고 있다.
평가 및 제언
에바그리우스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에바그리우스의 기도를 소
개함으로써 실천신학과 역사신학의 다리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심 향후 신비가들
의 기도의 신학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준 의미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비가들의 기도의 신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독자들에게는 에바그리우스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 논문
은 기도의 신학을 접근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영혼에 이르는 여정과 완전한 기도에 이르는 여정을 비교함으로써 기도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는 영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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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이 일종의 거대담론이라면 이 영혼의 영정에 이르기 위해서 기독교 전통안에서
영적 수련을 위해서 사용해 왔던 다양한 활동들 곧 예배, 말씀 묵상, 기도, 봉사활동,
성도의 교제 등의 기본적인 활동들을 생각한다면 기도는 미시담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담론에 미시담론을 비추어 보았기에 확인할 수 있었던 순수한 기
도에 이르는 기도의 성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면, 다른 신비가들의 기도에 관한 신
학과 비교해 보면 에바그리우스의 기도가 갖는 독특성을 한층 더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
에바그리우스에게 있어서 정화 다음 단계는 아파테이아로서 위디오니시우스의 조
명의 단계에 해당된다는 것과, 정화 다음 단계인 아파테이아의 단계가 두 단계의 아파
테이아로 나뉘어 있는 것이 스토아 학파와는 다른 독특한 개념이라는 것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에바그리우스의 아파테이아를 위디오니시
우스의 조명의 단계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 단계의 아파테이아가 즉
불완전한 아파테이아와 완전한 아파테이아는 각각 위디오니시우스에게는 어떻게 나타
나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둘째, 에바그리우스의 아파테이아 개념이 위디오니스
우스의 조명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화와 완전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아파테이아
는 하나님께 이르는 영혼의 여정과는 구별되는 기도의 여정에 나타나는 중간 단계로
서 특성을 나타나고 있다고 해야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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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4-A-2
“이집트 초기 사막 수도승들의 관상 기도
- 에바그리우스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 수 천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영성학)
에바그리오스는 초대기독교 사막수도 전통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영성
가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자들에게 덜 주목 받았던 인물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개신교내에서 영성에 대한 본격적 관심이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그가 오리게네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는데 오리게네스와 에바그
리오스는 모두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논문의 저자는 이렇게 영성사적으로 꼭 언급되어야 할 에바그리오스의 핵심 사상
인 기도에 대한 교훈을 영향사적인 관점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론으
로 첫째, 에바그리오스의 사상을 위디오니시오스의 영적 진보의 삼단계인 정화, 조명,
완전의 구조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저자는 위디오니오스가 에바그리오스로부터 삼단계
구조에 대하여 영향을 받았음을 제시함을 통해 에바그리오스가 먼저 삼단계 구조를
가르쳤음을 주장한다. 이것은 위디오니오스를 삼단계 구조의 선구자적 사상가로 이해
하는 통설에 대한 학문적 기여가 될 것이다.
둘째, 저자는 에바그리오스는 신플라톤주의와 스토아철학의 형이상학 구조를 빌
려 자신의 삼단계 구조에 대한 사상을 발전시켰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신플라톤
주의는 에바그리오스가 영성사에서 결정적 기여를 한 인간 내면에 대한 통찰(넵시스)
와 그를 통한 정화의 길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에바그리
오스의 무정념(아파떼이야)에 대한 가르침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 무정념은 바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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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와 관련이 있음을 분석한다. 끝으로 저자는 에바그리오스의 완전에 대한 사상
이 신플라톤주의 사상가인 플로티누스의 가르침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제시한다. 물론
저자는 이러한 영향들과 더불어 에바그리오스가 각 단계별 개념 정립에 있어 독창적
으로 발전시킨 내용들을 잘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문의 저자는 에바그리오스가 기도에 관하여 무엇을 말했는지
를 정확하게 해설함을 통해 에바그리오스에 깊은 영향을 받은 동서방교회 관상기도의
사상적 원리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른 말로 관상기도에 관심이 있는 독자
들에게 그 뿌리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관상기도
의 현대적 적용(prescription)을 위한 정확한 묘사(description)을 시도한 연구라고 하겠
다. 과거에 대한 정확한 묘사는 현재를 위한 적용이나 처방에 필수적이기에 본 논문의
가치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제 토론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에바그리오스가 이단으로 오해 받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말해 이
것은 에바그리오스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오리게네스와의 비교도 포함될
것이다. 에바그리오스의 기도에 관한 신학을 논하는 것이기에 오리게네스의 신학적 영
향도 함께 검토된다면 좀 더 총체적인 연구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좀 더 철저한 묘사
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에바그리오스에게 기도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안토니오스의 교훈
은 무엇이었는가? 이집트 사막 수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안토니오스는 에바그리오스
에게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학자들은 평한다. “잡념이 없이 순수한 사
고의 활동 가운데 기도하라”는 안토니오스의 영향들을 분석할 때 에바그리오스의 기
도론의 실체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셋째, 에바그리오스가 말한 관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도자가 천사처럼 된다”는
의미에 대하여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 개념은 그의 영향을 받았
던 동방정교회의 다른 영성가들의 가르침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에바그리오스는 어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궁금하다.
넷째, 결론에서 저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들과 성서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에바
그리우스의 관상 기도가 반(半?)펠라기우스적인 구조를 담고 있다면, 은총주의를 강조
하는 개신교 신학에서 관상 기도 수용에 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신학적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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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에바그리오스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능동적 관상(획득된 관상)의 상태를 강조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간의 노력
은 개혁주의 신학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은혜의 방편
을 강조하며 구원은 물론 특별히 성화의 과정에서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신인협력설
을 강조하는 알미니안 전통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대목이라고 느껴진다.
다섯째, 종교에 대한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약해
지지만 영성에 대한 관심은 증대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현실에서 에바그리오스의
교훈이 현대의 신자들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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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B 발표
관계적 삼위일체론에서 본 신앙인과 교회의 비전
계 재 광 박사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부교수 / 기독교리더십)

교회는 근본적으로 기구나 제도이기 이전에 하나의 존재 방식(a way of being)으
로서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안에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현존하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되
었음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표출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무네 피조물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존재론
적 근거와 존재방식,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 관계적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본
교회와 신앙인의 비전은 평등한 상호존중의 섬김과 세상까지 품는 포용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신학적 비전
교회는 포스트모던 사회속에서 교회의 근거와 목표, 비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까? 교회가 기술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
만 교회가 생존에 급급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놓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하는 책임과 소명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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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무엇이고, 교회의 존재에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게
만든다.
짐 콜린스(Jim Collins)는 『위대한 기업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10X로 명명된
기업의 특징을 이야기한다.1) 그 기업의 특징은 ‘광적인 규율(Fanatic Discipline)의 모
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규율’이라는 것은 엄격한 통제나 정책과도 다르며,
위계적인 복종이나 관료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과도 다르다. 짐 콜린스는 진짜 ‘규율’의
필수 요소는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기준, 장기적 목표를 거스르는 압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정신적인 독립’이라고 말한다.2) 10X기업의 리더들은 자기규율
과 추구하고자 하는 명확한 가치가 있고, 그러한 기업의 리더들은 목표를 위해 지속적
으로 규율을 고수하며 자신의 관점을 굽히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사건에 과민반응하
지 않으며 다수의 의견에 순응하거나 목표와 상관없는 기회를 잡으려고 달려가지도
않는다. 콜린스는 10X기업의 리더들은 엄청난 인내심과 함께 자신의 기준을 지키면서
도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절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 번의 큰 성공보다 일관성
있는 작은 행동이 위대함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저 어떤 가치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광적으로 준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3) 그 일관성을 견지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핵심가치다.
교회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의 중심사상과 그 요구를 알고 그것에 대
해서 복음적으로 응답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교회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의 요구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시켜 나가는 것
으로 자신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모습이 교회를 교회답
게 하는 핵심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항상 시간을 초월한 복음을 보수하
되, 새롭게 해석된 복음을 동시대의 문화 속에서 현실에 맞게 세우는 모습이 필요하
다. 따라서 새로운 교회는 변화하는 현대문화와 사회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
기 위해서 형성(forming)과 개혁(reforming)을 지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4) 교회 리더
들은 성경적 본질과 신학적 진리 위에서 교회의 지속적 회심을 위한 개혁을 추구하고
1) 10X기업이란 ‘동종업계의 주가지수를 10배 이상 앞질렀으며, 총 20,400개의 상장기업
중 시장 평균 수익의 30배가 넘는 실적을 낸 회사들’로 정의된다. 짐 콜린스, 모튼 한
센/ 김영철 옮김, 『위대한 기업의 선택』 (파주: 김영사, 2012), 16-18.
2) Ibid., 38-41.
3) Ibid., 39.
4) 반 겔더(Van Gelder)는 “교회는 새로운 문화적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관성을 모
색한다는 점에(forming)서 형성적일 수 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이 새로운 사
회문화적 상황과 상관 작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통찰에 비추어 역사적 기독
교신앙을 재조명해 본다는 점에서 항상 개혁(reforming)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다. Craig Van Gelder, Missional Church in Context: Helping Congregations Develop
Contextual Ministr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2007),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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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화하는 상황과 문화에 반응하는 새로운 교회의 형성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업보다 존재 이유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가치가 되는 교리적 기초(doctrinal foundation)는 무엇이고 신
학적 비전(theological vision)은 무엇인가? 팀 켈러(Timothy Keller)는 리디머 교회
(Redeemer Church)의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복음중심적인 사역은 프로그램보다
신학의 영향을 받는다.’고 명확히 주장하면서 신학적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5) 팀
켈러는 “한 사람의 교리적 믿음과 사역 방법들 사이에는, 어떻게 복음을 특정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순간 안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잘 고안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 팀 켈러는 그것을 신학적 비전(theological vision)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역
사의 현 시점에서, 그리고 한 특정 문화 속에서 삶과 사역과 선교가 어떤 모습을 띄어
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리적 신념과 구체적 사역 프로그램들 사이에 가교가 되는
신학적 비전을 명료화 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7) 팀 켈러는 좋은 교리적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그에 맞는 목회 사역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서
신학적 비전이 도출될 때에만 교리적 신념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
장한다.8)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여 특정 프
로그램, 사역방식에 대한 논의는 목회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에 대한 문제, 즉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
았다. 교회에 대한 현대인의 실망과 비판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밀리오리의 지적처럼 기독교신앙의 교리와 상징에 표현되어 있는 삶의 상호연관
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9) 특별히 교회가 자신의 존재 방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단초는 삼위일체론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설명해 내는 것이다. 이 소고에서 신학적 비전이 교리적 기초에서 자란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간을 초월한 진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신앙인과 교회가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상응하는지 살펴보면서
5) Timothy Keller,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2), 20-21. 팀 켈러/ 오종향 역, 『팀 켈
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6), 50.
6) 팀 켈러, 『팀 켈러의 센터처치』 (2016), 25.
7) Ibid., 30-31. 이 신학적 비전은 단순한 교리적 신념보다 훨씬더 실천적인 것이고, ‘이
렇게 하라’는 방법론 보다는 훨씬 더 신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학적 비전은 복음
을 충실하게 재진술한 문장으로서 교리적 기초에서 자라는 것이지만, 암묵적이고 명시
적인 문화이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결정할 때 가장 밀접한 인관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팀 켈러는 센터처치(Center Church)라고 부르는 신학적 비전을 복음
(Gospel), 도시(City), 운동(Movement)의 세 개의 기본적인 항목에 집중한다고 밝힌다.
Ibid., 25. 29.
8) Ibid., 38.
9) 다니엘 밀리오리/ 장경철 역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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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인과 교회가 가져야 할 신학적 비전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관계적 삼위일체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신학의 이론과 상상력은 교회와 현실 사회의 구조
와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학은 정치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신학
은 기독교인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그 인격은 리더십을 형성
하게 된다.10)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교회론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에도 영향을 끼친다.11)
1. 하나님 형상에 대한 관계적 관점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상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된다. 즉 신앙인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
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혼자 있는 분으로 생각하느
냐, 사귐과 관계 가운데 있는 분으로 상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인의 사회적
인 태도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 스탠리 그렌츠(Stanley J. Grenz)는 우리가 사람과 교
회 공동체의 본질과 역할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대한 이해가 결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과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
동적 삶의 모습을 명확히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2) 전통적 기독교 사상의 하
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인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구조적인 관점’
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단일한 신적 실체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나 특성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
는 ‘관계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13)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구조적 관점은 인간의 본질적 성향
과 내재된 능력에 기인한다. 인간 본성의 이성과 의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모습
을 보이며 따라서 인류와 하나님의 유사성을 보여준다고 구분한다. 따라서 구조적 관
10) Walter C. Wright, Relational Leadership: Biblical Model for Influence and Service
2nd edition (Colorado Springs, CO: Paternoster Publishing, 2010), 34.
11) Miroslav Volf,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191-204.
12) Stanley J. Grenz,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Dei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xi, 19.
13) Ibid.,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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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각 인간을 특정한 속성 또는 특질을 부여 받은 존재로 여긴다. 이 경우 예수님의
사랑이나 삶의 모습을 따라 실천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또다른 관점인 관계적 관점은 “초점을 명사에서 동사로”
바꾸는 것이다. 관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 속성들에 의해 규정되는 추
상적 실체가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인격적 실체이기 때문에 관계성 없이는 그 어떤
인격적 정체성도 있을 수 없게 된다.14) 이러한 관계적 접근법은 하나님과 피조물사이
에 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한 관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성과 개방성, 그리고 사랑의 특성을 우리가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
의 관계를 통해 보여야 하는 것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삶은 우리들 안에
서(within)가 아니라 우리들 사이(among)에서 나타나는 것이다.15) 지지울라스(John D.
Zizioulas), 건튼(Colin Gunton), 볼프(Miroslav Volf)와 같은 입장을 가진 그렌츠는
“하나님의 형상은 개인 그 자체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관계
안에 있다.”16)고 말함으로 하나님 형상에 대한 관계적 관점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관계적 이해는 고립된 개체들에 기초한 하나님의 형상
의 관념으로부터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해로 패러다임을 새롭
게 가져가게 도와준다.
2. 교회에 대한 논의에서 빠진 삼위일체론
소비주의, 물량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교회의 성공 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제 교회의 성공에 대해서
크기가 아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뭔가의 성공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무엇인가
가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가치를 제대로 추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를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가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
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교회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론적 근거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교회가 믿는 자신의 존재론적 근
거가 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따라서 교회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관
14) John D.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Studies in Personhood and the Church
(1985), 41.
15) Jack O. Balswick, Pamela Ebstyne King, and Kevin S. Reimer, The Reciprocating
Self: Human Development in Theological Perspectiv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5), 38.
16) Grenz, Social God and Relational Self,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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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
한 관계적 이해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의 구조와 목회 사역은 이러한 존재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
의 본질(homoousious, one essence)이면서 세 위격(hypostasis, three person)으로 존
재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본질적(divine nature) 존재에 있어서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person)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서 이 삼위는 서로 분리된 세 인격이 아니라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다.17)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한분이시라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4세기에 제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왔고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혜안을 주고 있다. 알리스터 맥그래스
(Alister E. McGrath)는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를 마태복음 28:19과 고린도후서 13:13
로 꼽는데,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그리스도 안에 나타남을 보여
준다.18)
그러나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교
회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고 연구하는 것은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19) 왜냐하면 성경이 삼위일체라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 교
리가 가지는 비합리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때로는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20) 왜냐하면 사람들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수직적인 계급관계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 교리를 주로 하나
님의 남성적 형상을 표현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이다.21)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책으로만
보전되었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론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표현했다. 초기 교부들은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유의하면서 교회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17) 삼위가 나타난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6, 11:7, 18:2-21, 마태복음 28:30, 요한1서 5:8등
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
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후서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9) Catherine Mowry LaCugna, God For Us: The Trinity and Christian Life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91), 2.
20) Catherine Mowry LaCugna, “God in Communion with Us,” Freeing Theology: The
Essentials of Theology in Feminist Perspective, ed. Catherine Mowry LaCugna
(New York: Harper- San Francisco, 1993), 90.
21) Catherine Mowry LaCugna, “God in Communion with Us,” (1993),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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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해를 자연스럽게 지닐 수 있었다.22) 교회는 하나님(성부)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성자)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다. 동방이나 서방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신앙의 신비라는 견해가 유지되었다.23) 그러나 삼위일체론은
신학적인 이론으로 여겨질 뿐 정작 교회의 삶에 적용시켜야 할 내용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교회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24)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부터 유지해 온 특정한 교회의 교회
론이 양보할 수 없는 교리가 되어 교회간의 대화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벽이 되어왔
다는 점이다. 교회 내외의 도전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교권주의
적이고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었으며 전통적으로 확립된 교회론이 도리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25)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자들
역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26)
3. 삼위일체론이 신앙인됨과 교회됨의 비전에 중요한 이유
최근의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신학적 강연들이, 그동안 너무 쉽게
여겨졌던 중요한 교리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론이 재조명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포스트모던 사회가 도래하면서 교회내에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회에서의 생명력 있는 역할에 대한 필요로 삼위일체론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관계성의 강조가 신학자들로 하여금 삼위일체의 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기 쉽도록 만들었다.27) 학자들이 삼위일체의 동등함과
사랑하는 상호관계(mutual reciprocity)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더니즘에서
분명치않게 이해했던 모습과는 달리 그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발견하고 있음
을 알려준다. 바르트(Karl Barth)와 칼 라너(Karl Rahner)에 의해 20세기에 시작된 삼
위일체에 대한 재발견은 볼프하르트 판넨버그(Wolfhart Pannenberg), 위르겐 몰트만
(Jürgen Moltmann), 캐서린 라쿠라(Catherine Mowry LaCugna), 레오나르드 보프
(Leonardo Boff), 콜린 건튼(Colin Gunton)에 의해서 확장되었고, 교회론과 연관해서는
20세기 후반 존 지지울라스(John Zizioulas)와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와 같은
22)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이해,” 「기독교신학논총」 30 (2002), 264.
23) John Thompson, Modern Trinitarian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80
24)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이해” (2002), 266.
25) Ibid., 265.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책을 참고하세요. C.S. 캘리언, 이달, 이문균 역,
『경계를 뛰어넘는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6) John Thompson, Modern Trinitarian Perspectives (1994), 81.
27) David S. Cunningham, “The Trinity,” Postmodern Theology, ed. Kevin J.
Vanhoozer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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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로터 풍부한 삼위일체론적 교회론들이 나타났다. 이들 중 몰트만은 특히 ‘관계
성(relationality)’에 초점을 맞춤으로 관계성은 일원론적 전제주의와 상대론적 전체주
의를 모두 초월함을 주장하며 신학과 변화된 세상과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했다.28)
삼위일체론이 신앙인과 교회됨의 회복에 중요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이해가 신앙인과 교회가 사랑의 교제가운데 있는 신적 인격의 모습을 닮아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에 드러낼 때, 하나의 고립된 개체에 기초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고 성령에 의해 하나가 된 관계적 공동체인 삼위
일체 하나님의 형상(imago Trinitas)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관계적 삶을 공유하는 신앙인과 교회
의 실천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그동안 성부, 성자, 성령을 개인주의적 개념으로 만
들어 세 위격 사이의 관계성을 경시하고, 예수와의 개별적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
내심만을 강조했던 서방 신학은 교회를 도구로 만들고 세상을 선교의 표적으로 삼는
결과를 만들었다.29) 때문에 교회는 도구적 시각을 갖게 되어 하나님을 대신해 무엇인
가를 성취하기 위한 존재가 됨으로 선교의 주인이 되었고, 교회 구조도 효율성을 극대
화하기 위해서 계층적이고 수직적인 시스템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게 되었다.
삼위일체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는 교회에 만연한 계층적이고 권위적인 자아와 공
동체 개념을 관계성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세대의 구별없이 또
한 남녀가 평등하며, 종속적이지 않고, 상호 존중과 동일한 인정을 받는 모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것이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세상교회가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견해를 가능케 함으로 신앙인과 교회로 하여금 섬기
기 위해 세상에 다가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와 구속적 선교에 참여하
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문화속에서 수직적 집단주의의 극심함
속에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관계와 차이의 조화가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신앙인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한국교회를 향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신앙인과 교회의 기초: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Person)이 상호 내재적
28) Jürgen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trans.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Original: 1981)),7-11.
29) 크레이그 밴 겔더, 드와이트 J. 샤일리/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서울:CLC, 2015),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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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다. 신적인 세 위격들 사이에 이러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
기 위해 동방 정통주의자들은 7세기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에 의해 사용되어 알려지기
시작한 용어인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를 고안했다. 페리코레시스는 ‘춤추는 하나
님’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삼위 하나님은 상호순환(circuminsessio),
상호 내주(inhabitation), 상호 침투(circumincessio)한다는 의미로, 삼위일체 각 위격들
이 서로 자신속에 타자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별된 세 인격들이 한분 하나님이며 한 존재와 본질이라
고 본다.30) 즉 하나님을 평등한 인격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페리코레시스
를 하나님의 세 위격의 ‘상호내재’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상호내재는 각 인격들이 독
특한 자기 자리를 가지지만 다른 인격 안에서 하나의 실체를 형성함을 표현한다.31)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적 모습은 하나님의 “삼위간의 친밀, 평등, 구별됨
이 있는 하나됨, 그리고 사랑이 있는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묘사된다.32)
오랫동안 교회는 삼위일체론을 정통적인 교리로 받아들였지만 실제 교회의 정체
성과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는데 삼위일체론은 별로 기여하는 것이 없었고, 교회가 믿
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실천이 연결되지 못했다. 더구나 아우구스티누스 이
후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은 단일신론적인 이해에 기울어짐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
의 교회론을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성직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33) 그러나 몰트
만에게 이르러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론을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
작했다. 자신의 사상적 발전이 삼위일체와 페리코레시스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설명하
는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은 서방교회 뿐 아니라 동방정교회의 접근법에 큰 영향을 받
았다.34) 하나님의 통치로부터(sovereignty) 시작하는 바르트적 접근에 비해 몰트만은
하나님의 하나됨과 관계성에서부터 시작한다.35) 바르트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해
30) Leonardo Boff, Trinity and Society, trans. by Paul Burn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8), 134-135.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채용하여 보프는 인간 사
회와 하나님의교제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너희
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요10:38; 참고
14:10-11; 17:21)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31) Boff, Trinity and Society (1988), 32
32) 페리코레시스는 ‘상호내재, 상호침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삼위의 인격은
구분되나 다른 위격에 완벽하게 참여함을 의미한다. George Cladis, Leading the
Team-Based Chu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99), 4. Boff, Trinity and
Society (1988), 134-136. Paul S. Fiddes, Participating in God: A Pastoral Doctrine
of the Trinit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71-72.
33)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이해”(2002), 287..
34) Jürgen Moltmann, The Broad Place, trans.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288. Douglas M. Meeks, “The Social Trinity and Property,” God’s Life in
Trinity, eds. Miroslav Volf and Michael Welker (Minneapolis, MN: Fortress, 2006), 16.
35) See Moltmann, History and the Triune God; The Trinity and the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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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여전히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형성된 서방교회의 전통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
은데, 그는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시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해
를 관철하고 있다.36) 물론 동방교회(지지울라스)나 로마 카톨릭(라칭거)의 삼위일체론
에서 페리코레시스와 위격들의 의지와 행위는 모두 그 근원을 인격이신 아버지 하나
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위계 서열은 인격성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다. 즉 삼위일체
에 근거한 교회 내의 위계적 관계들은 지배적 하나(성부)에게 다수(성자, 성령)가 부분
적으로 항상 강요되는 종속으로 구체화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교회 안의 자유
롭게 긍정되는 통합 자체는 불가능한 이상으로 머물러 있었다.37)
하지만 몰트만은 이 개념에서 더 나아가 동방교회 신학의 통찰38)을 받아들여 사
회적 삼위일체론을 토대로 교회와 교회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해를 새롭게 하
려고 했다. 몰트만은 사회적 삼위일체론에서 하나님의 세 위격의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개별적인 동시에 관계적임을 이야기 한다. 몰트만은 성부, 성자, 성
령의 신적인 공동체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그들의 통일성은 "상호 내재(mutual
indwelling)“ 와 ”상호 침투(reciprocal interpenetration)“로 이루어짐을 보았다.39) 몰트
만은 삼위일체의 정체성과 관계성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을 이야기한다. 몰트만은 페리
코레시스(perichoresis)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각 위격의 하나됨과 나눔”이라고 했
다.40) 페리코레시스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항상 상호 관계적이며 영원한
연합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몰트만은 개별성과 관계성은 서로 일반적으로 연
결되어 있으며 서로는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페리코레시스는 통일성안
에서 개별성의 축소없이, 또는 개별성 안에서 통일성의 와해없이 탁월한 방법으로 개
별성과 통일성을 연결한다”고 주장한다.41) 즉 삼위의 각 위격은 서로 다른 위격들 안
에서 살며 일체를 형성하는데, 일체성 때문에 삼위성이 무너지거나 상실되지 않고 삼
위성 때문에 일체성이 무너지거나 상실되지 않으며, 일체성은 삼위성에 있고, 삼위성
은 일체성 안에 있다는 것이다.
몰트만의 이해를 더 심화시킨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삼위일체 하나

36)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이해”(2002), 268.
37) 미로슬라브 볼프 저/ 황은영 역, 『삼위일체와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394.
38) 동방교회는 인격이 본질에 앞선다고 생각하고, 만물은 무한한 본질에서 나온 것이 아
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신성이 속성이나
본질에서부터가 아닌 인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으로 하나님의 삼위성 내에서의 관계성
과 통일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항상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인격으
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방정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신적 본질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본다. John D.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Crestwood: St. Vladimir’s Seminary, 1997), 41.
39)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1993), viii.
40) Ibid., 199.
41) Ibid.,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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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형상을 교회의 생명으로 보면서 삼위일체가 상호배척하지 않음을 통해서 사회와
교회에서 분명히 표현됨을 주장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와 개신교의 교회
론을 비판하고 넘어서려고 시도하였다.42) 몰트만의 이해를 더 발전시킨 볼프는 삼위
일체안의 대칭적 관계를 자신의 전제로 삼으면서 각 세 위격의 “상호 내주성
(reciprocal interiority)”이라는 말을 사용했다.43) 페리코레시스는 서로의 존재를 자신
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는 세 위격의 일체성을 표
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즉 세 위격들은 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위격들에
참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하여 상호 내재한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
격이 독특성을 지닌 채 상호간에 충만한 사랑과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의 존재와 삶은 다른 위격 상호간의 관계성 안에서만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즉 성부의 위격성과 독특성은 성자와 성령의 관계속에서 생각될
수 있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의 관계속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안에서 신적 위격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
고도 자신을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내어주고, 동시에 다른 두 위격의 충만한 사랑과 사
귐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스적 관계의 표본을 따른다는 것
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개방시키며 상대방을 알아감으로
써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타인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개
별성이 존중되는 사귐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영속하는 관계가운
데 살라고 사람들과 교회를 초대한다.44)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위격은 ‘상
호 관계’ 또는 ‘상호 내재’라는 관계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는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압박하거나 굴복하는 것을 배제한다. 삼위가 먼저 있고 그 다
음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작없이 영원부터 함께 살았고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허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IV. 신앙인과 교회의 비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드러내도록 부름
받은 존재이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존재론적
근거와 존재방식,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안
42) Miroslav Volf, After Our Likeness (1998).
43) Volf, After Our Likeness (1998), 209. 미로슬라브 볼프 저/ 황은영 역, 『삼위일체와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394-396.
44) Boff, Trinity and Society (198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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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간이 되시고,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현존하며, 우리는 성령 안에
서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은 또한 우
리의 삶이기도 한다.45) 교회는 근본적으로 기구나 제도이기 이전에 하나의 존재 방식
(a way of being)이다.46)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표출
해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
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주의적인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신앙인의 비전: 평등한 상호존중의 섬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이해는 자연스럽게 성부, 성자, 성령간의 페리코
레스적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페리코레스적 이해는
하나의 통일성 안의 다양성을 볼 수 있게 하였고 하나됨과 개별성을 동시에 경험케
한다. 상호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각 위격은 통합적으로 충만하게 하나이고, 상호적이
며,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존
재하며 그 자신의 위격성을 가진다. 또한 삼위일체에서 보여지는 세 위격의 상호관계
성은 관계성 속에서 삼위(三位)의 개별성을 보여준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자
리를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 참여(침투)하고, 서로를 지극히 환대해 줌으로
상대방을 허용한다. 페리코레시스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세 위격은 각자의 독특성으
로 인한 개별성이 있다. 하지만 세 위격은 서로 독립되어 상호간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위격들과의 관계속에서 각 위격의 독특성이 드러난다. 각
위격은 항상 결속되어 있고 서로에게로 침투함으로, 다른 위격들 안에서 그의 존재를
발견하고 다른 위격들로부터 충만한 삶과 사랑의 삶을 얻는다.47) 따라서 성자는 성부
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할 때만 성자가 되고, 성부와 성령의 내주함이 없이 성자는 존
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관계는 성부와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48)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삼위일체 세 위격들의 관계가 교회내에서 그
리스도인들의 인격성에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처럼, 교
회내의 그리스도인 역시 서로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
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믿음을 지닌 인격들로
45) LaCugna, God For Us (1992), 228.
46) John D.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15
47) Boff, Trinity and Society (1988), 23-24, 138-139.
48) 미로슬라브 볼프 저/ 황은영 역, 『삼위일체와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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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고, 서로 주고 받는 일에 참여하는 가운데(빌4:15) 그들 자신의 교회적 인격성을
드러내고 확증한다는 것이다.49) 그리스도인들이 상호적으로 주고 받음속에서 타자에
게 어떤 것을 주기도하고, 타자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면서 타자에게 자신을 주기도하
며, 타자를 자신 안으로 받아오게 된다. 인격적 만남속에 다른 인격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의 존재속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볼프는 이것이 그리스
도안에서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안에서 일어나는 인격의 상호적 내주화의 과정
이라고 주장한다.50) 이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고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존재가 가지는 피조물의 본성으로 인한 한계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
님의 교제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의 모습에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최고의 친밀함으로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다
른 이들로부터 고립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존재하는 실존적인 어려움이 있다. 볼프
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온전한 자발성이 불가능하고 상호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의지’에 근거한 교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1) 볼즈윅(Balswick, King and
Reimer)은 피조물 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인 교제의 상호성의 모습을 보여줄 때를 크게 네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
은 1) 개인간의 관계가 어떠한 헌신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헌신으로 관계를 맺을 때이고, 2) 개인적 관계맺음에 실패했을 때 수치심(shame)을 주
기보다 은혜로서 반응할 때이고, 3)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이나 은사와 자원을 다
른 상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임하고 권한을 부여하
기 위하여 사용할 때이고, 4) 관계가 소외보다는 친밀함을 가져올 수 있는 열림에 의
해 특징지어질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52)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하듯 개인의 자아는 하나됨과 개별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이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각자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다른 이들과의 삶에 서로 함께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의 존재에 대하여 상호관계성 속에서 평등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열
려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하는 교회나 교회를
이루는 신앙인들은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성과 개별성에 기반한 자유와 평등함을 실천
함으로 신적 삶의 모습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성부, 성자,
49) Ibid., 344.
50) Ibid., 353.
51) Ibid., 345.
52) Balswick, King and Reimer, The Reciprocating Self (200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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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이 관계적으로는 서로 평등하며 그들의 개인적 평등함을 유지하며 연합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신적 삶의 모습은 교회나, 개체 교
회를 이루는 신앙인들이 서로 가진 힘과 위치와 자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삼위(三位)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이해를 통해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정체성은 서
로간에 나누어 주고 받는 섬김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존재해야 함을 알게 된다. 따라
서 관계적 삼위일체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부장적이나 위계서열적으로 이해하
지 않을 수 있다.53)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비민주적 소통과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수직적 집단주의는 관계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상호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층적으로 존재하시기 보다는 삼위는 타자를 통해서 그리고 타
자 안에 있을 때 그 인격은 진정한 인격이 된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이 던져주는 함의
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개인의 개체성이 희생됨 없이, 도리어 개체성
이 확보됨으로써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온전히 유지되는 상호 존중하는 신실한 섬김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54) 따라서 관계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우리의 모습은
신앙공동체안에서 뿐만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온전한 신실함을 보여야 하고, 자신
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웃들과 살아가는 교인들
이 보여주는 삶의 내용과 행동들 또한 그들의 일상의 삶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타인중
심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교회의 비전: 세상까지 품는 포용의 공동체
성경에서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는 80여개가 된다. 사도들은 교회
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사귐으로 이해
하였다. 교회의 존재방식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교회의 존재
53)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A Contribution to Messianic
Ecclesiology (1993a), 164-165; The Trinity and the Kingdom (1993), 202.
54) 헌터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가장 유명한 정치 신학들, 즉
기독교 좌파(Charles Colson), 우파(Jim Wallis)와 신 재세례파(Stanley Hauerwas)의
존경받는 기독교리더들의 의견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제임스 헌터(James D. Hunter)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상을 바꿔보려는 노력들이 잘못된 이유들을 이야기
하면서, 크리스천들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신실하게
살아가기(faithful presence)’라고 주장한다. 헌터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동안 시
도되었던 그 어떤 시도들보다 더 모범적이며 깊은 변화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장
한다. James Davison Hunter, To Change the World: The Irony Tragedy, &
Possibility of Christianity in the Late Modern World,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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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방식이며 사귐의 사건이다.55) 교회란 기본적으로 삼위일
체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
님의 백성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현존하며, 삼위일체의
형상을 교회 안에서 형성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관계는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하나
의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다.56) 몰트만은 세 신적 인격 사이의 삼위일체적 친교를 진
정한 인간공동체를 위한 모델로 제시하고,57) 보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사
회의 모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꿈궈 온 인간공동체의 원형이 된다고 보았다.58)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할 때, 인간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특성과 함께 사람의 죄로 인하여
왜곡된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상응에 내재된 한계를 고
려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와 사회를 희망하
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사회의
비전이 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존재론적 상응이 단순히 구조의 유사성을 확인하
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적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다. 볼프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안에서 교회의 미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인격적으로 내주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59) 즉, 인간 존
재는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또 인간은 상호 관계속에서 삼위 하나님과
의 교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개념은 하나님, 세상, 교회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생각
하는 참여의 패러다임을 보여준다.60)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세계가 모두 페
리코레시스적 공동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세계와 맺는 관계 역시 상호
내주로 특징 지워진다.61)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삶은 서로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시는 상호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과의 관
계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과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개방성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17:21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
55)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이해,” (2002), 271
56) 미로슬라브 볼프 저/ 황은영 역, 『삼위일체와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398.
57) Jürgen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1993), 199.
58) Boff, Trinity and Society (1988), 7.
59) Miroslav Volf, After Our Likeness (1998), 128.
60) 크레이그 밴 겔더, 드와이트 J. 샤일리/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서울:CLC, 2015), 210.
61) 리처드 버캠 저/김도훈, 김정형 공역, 『몰트만의 신학』 (서울:크리스천헤럴드, 2008),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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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의미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거할 때에만(요17:23; 14:20) 삼위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 있고, 성자가
우리들 가운데 거하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역시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요17:26). 그러나 그러한 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인간 존재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것이다.62)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내적 삶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는 인간
의 행위가 하나님의 내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몰트만은 예수의 수난
은 성부와 성령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면서 성자께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실 때
성부께서도 성자의 죽음에 의해 고통을 겪으신다고 주장한다.63) 만일 서방 교회의 파
송신학이나 대위임령에 깔려있는 경향인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보냄의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과는 멀찍이 떨어져서 보내시기만 하는
사랑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다. 이런 이해에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는 세상으로
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세상을 섬기지 않게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삶이 보여
주는 세상과의 관계에 담긴 심원한 개방성과 상호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64)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세계에 맺는 참여의 모습은 교회와 신앙인에
게 ‘참여의 삶’에 대한 도전을 준다. 그러한 참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인 동
료들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지면서 동시에 현장의 지배적인 기준과 철학들을 따라서
일하는 것에만 만족할 수 없게 도전을 준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계에 참여하는 모
습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의 특정요소에 대해서 1)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채택
하고, 2) 요소를 받아들이되 안으로부터 변혁시키고, 3) 모든 사람의 유익 위해 사회에
서 철폐해야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것의 변화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65)
삼위일체는 개방되고 기꺼이 초대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모든 타자들
과 함께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타자로부터의 존재, 혹은 모든 타자를 향하고자 하는
추구를 나타내야 한다.66)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62) 미로슬라브 볼프, 『삼위일체와 교회』, (2012), 354.
63) Jurgen Moltmann, The Crucified God: The Cross of Christ as the Foundation and
Criticism of Christian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1933), 243. 크레이그 밴 겔더,
드와이트 J. 샤일리/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서울:CLC, 2015),
208 재인용.
64) 크레이그 밴 겔더, 드와이트 J. 샤일리/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2015), 207.
65) 볼프는 참여에 대해서 “문화를 버리는 것과 지배하는 것 사이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
이며 그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독특성을 표출하는 것이며 헤어지지 않으면서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 (Gran Rapids: Baker, 2011), 90-92. 이러한 볼프
(Volf)의 접근법은 제임스 헌터(James Hunter), 팀 켈러(Timothy Keller)의 접근법과
유사하다.
66) 미로슬라브 볼프, 『삼위일체와 교회』, (2012),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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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땅에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타자
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현재적 경험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에 참여하는 현재적 경험은 삼위일
체 하나님과 교회의 종말론적 사귐을 역사 속에서 기대하고 기다리게 한다.67) 삼위일
체와 상응하는 교제속으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성령의 내주함이지만,68) 삼위일체 하
나님의 상호적 내재성인 페리코레시스를 한국교회가 잘 따른다면 구성원들 간에 서로
를 위해 주는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품는 포용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탈중심적이고 자유롭고 긍정적인 상
호작용을 통해서 권력의 위임이 나타날수록 삼위일체 교제를 더욱더 잘 나타내는 것
이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의도적으로 뿌리 내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에
신실하게 현존하는 이웃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IV. 나오는 말
사도행전은 교회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거나, 성장하거나, 퍼졌다는
식으로 유기체적 언어로 설명한다(행 4:4, 6:1,7, 9:31, 16:5). 교회는 생명력 있는 유기
체(organism)이면서 동시에 구조화된 조직체(organization)다. 즉 교회는 조직화된 유
기체(organized organization)이다.69) 교회가 교리적으로 건강한 조직체이면서도 성장
하지 않고 영적역동성이 없는 유기체일 수 있고, 또한 여전히 사회에 그들의 믿음을
보여 주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7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인겨적 사귐을 이 땅에서 반영하고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반대
로 이야기하면 신앙인과 교회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거울이어야
한다.71) 만일 교회가 자신의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계속적
67) Miroslav Volf, After Our Likeness (1998), 129.
68) 미로슬라브 볼프, 『삼위일체와 교회』, (2012), 355.
69) 조직체로 교회의 사명은 개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제자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이다. 세상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고, 말씀과 행동으로 섬기고, 전도하며, 정의를 시
행하는 것이다.
70) 팀 켈러/ 오종향 역, 『팀 켈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6), 710, 721.
71) Jürgen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1993); History and the Triune
God (New York: Crossroad, 1992); John Thompson, Modern Trinitarian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Ted Peters, God as Trinity: Relationality
and Temporality in Divine Lif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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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구속적 선교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는 관점을 가진다면 교회가 함께
꿈꾸고 지향해야 할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
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론적 근거를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치지 못하
는 모습을 회개하고 끊임없이 갱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때 교회가 사람들을 하나
님께, 이웃을 서로에게, 이 세상에 연결하는 작업을 감당함으로 교회안에 삼위일체 하
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자기자신을 나누고, 타자를 섬기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랑이
넘치게 되는 한국교회를 꿈꿔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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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4-B-1
“관계적 삼위일체론에서 본 신앙인과 교회의 비전”에
대한 논찬
김 상 백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와 영성신학)
요즘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한탄하지만, 뚜렷한 신학적 대답을 한국
교회가 주고 있지 못하는 현 시점에 계재광 교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
동방교회의 페리코시스(Perichoresis)적인 삼위일체론을 한국교회갱신비전의 신학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신선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영성신학에서도 연합과 일치의 영성
의 근거로서 동방교회의 페리코시스적인 삼위일체론의 이해를 다루기도 한다. 연구자
는 영성 신학적 입장에서 새로운 교회의 비전의 근거로서 제시한 계재광 교수님의 관
계적 삼위일체론에 대해 나름대로의 이해와 평가 그리고 함께 생각할 토론주제를 제
시하고자 한다.
1. 논문의 내용 이해
1) 계재광 교수님은 서두에 교회가 변화무쌍한 포스트모던이즘(postmodernism)시
대에 그저 생존에 쫓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의 본질적인 모습을 고민하고 찾아야할 것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교회를 근본적으로
기구나 제도이기 이전에 하나의 존재 방식(a way of being)으로서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드러내도록 부름 받은 존재로 정의한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방식
에 대한 이해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의 존재방식에 연결
된다고 했다. 전통적 기독교 사상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인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구조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단일한 신적 실체를 강조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나 특성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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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계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
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 연구자는 관계적 관점에
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을 강조한다.
2) 계재광 교수님은 교회론과 삼위일체론의 연결성을 주장한다. 그는 교회가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관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이해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의 구조와 목회 사역은 이러한 존재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homoousious, one essence)이면서 세 위격
(hypostasis, three person)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본질적(divine nature)
존재에 있어서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person)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삼위는 서로 분리된 세 인격이 아니라 그 본질
적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
면서 동시에 한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4세기에 제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
플 신조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왔고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혜안(慧
眼)을 주고 있다고 했다(마 28:19; 고후 13:13). 그러나 삼위일체론은 신학적인 이론으
로 여겨질 뿐 정작 교회의 삶에 적용시켜야 할 내용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연구자는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하여 교회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3) 계재광 교수님은 포스트모던 사회가 도래하면서 교회 내에서 공동체의 하나
됨과, 사회에서의 생명력 있는 역할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삼위일체론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관계성의 강조가 신학자들로 하여금 삼위일체의
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기 쉽도록 만들었다. 학자들이 삼위일체의
동등함과 사랑하는 상호관계(mutual reciprocity)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더
니즘에서 분명치 않게 이해했던 모습과는 달리 그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발견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삼위일체론의 새로운 이해를 위해 노력한 학자들 중에 특히
몰트만은 특히 ‘관계성(relationality)’에 초점을 맞춤으로 관계성은 일원론적 전제주의
와 상대론적 전체주의를 모두 초월함을 주장하며 신학과 변화된 세상과의 관계를 증
명하려고 했다.
4) 그동안 서방신학의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개인주의적 개념으로 만
들어 세 위격 사이의 관계성을 경시하고, 예수와의 개별적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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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만을 강조해서 교회를 도구로 만들고 세상을 선교의 표적으로 삼는 결과를 낳았
다. 그로인해 교회는 선교의 주인이 되었고, 교회 구조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층적이고 수직적인 시스템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는 삼위일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인 관계성에 대한 이해는 교회에 만연한 계층
적이고 권위적인 자아와 공동체 개념을 관계성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 세대의 구별 없이 또한 남녀가 평등하며, 종속적이지 않고, 상호 존중과 동일
한 인정을 받는 모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것이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세상-교회가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견해를 가능케 함으로
신앙인과 교회로 하여금 섬기기 위해 세상에 다가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와 구속적 선교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 했다.
5) 이러한 관계성 중심의 삼위일체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
한 동방교회의 페리고레시스적 이해이다. 동방 정통주의자들은 7세기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에 의해 사용되어 알려지기 시작한 용어인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를 고안했
다. 페리코레시스는 ‘춤추는 하나님’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삼위 하
나님은 상호순환(circuminsessio), 상호 내주(inhabitation), 상호 침투(circumincessio)
한다는 의미로, 삼위일체 각 위격들이 서로 자신 속에 타자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시
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현존하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삶
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표출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
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존재론적 근거와 존재방식,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
6) 계재광 교수님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주의적인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권위주의
계층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서 관계적 삼위일체론인 페리코리시스
(Perichoresis) 적용하였는데, 신앙인의 비전으로서 평등한 상호존중의 섬김과 소통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층적으로 존재하시기 보다는 삼위는 타자를 통해서
그리고 타자 안에 있을 때 그 인격은 진정한 인격이 된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이 던져
주는 함의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개인의 개체성이 희생됨 없이, 도리
어 개체성이 확보됨으로써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온전히 유지되는 상호 존중하는 신실
한 섬김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비전으로서 세상까지 품는 포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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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의 서방 교회의 파송신학이나 대위임령에 깔려있는 경향인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보냄의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과는 멀찍이
떨어져서 보내시기만 하는 사랑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다. 이런 이해에 기초하
여 세워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세상을 섬기지 않게 되어 삼위일
체 하나님의 내적 삶이 보여주는 세상과의 관계에 담긴 심원한 개방성과 상호성을 전
혀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결론적으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론적 근거를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회개하고 끊
임없이 갱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때 교회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
웃을 서로에게, 이 세상에 연결하는 작업을 감당함으로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자기 자신을 나누고, 타자를 섬기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랑이 넘치게
되는 한국교회를 꿈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 논문의 장점
1) 현대 한국교회 위기의 문제점을 동방교회의 페리코시스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에 대한 이해로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했다. 교회의 소통부재 문제가 항상 화두가 되고
있다. 교회가 사회를 그저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고 지나치게 전투적인 입장에
서 바라봄으로 사회와의 소통의 문제가 많았고, 이젠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소통문
제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통부재의 시대에 소통을 위해 삼위일체에 대
한 페리코시스적인 이해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 위계질서를 강조한 서방교회의 삼위일
체론에 익숙한 한국교회에 평등과 소통의 페리코시스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신학적 조망(眺望)을 제공했다.
2) 교회론을 삼위일체론에 근거하여 재해석했다는 점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교회를 기구나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일이 많다. 흔히 목회자들이 “지역의 요지(要地)에 교회건물을 잘 지으면 교회는 성장
한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래서 교회 건물건축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교회공동체가 파괴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관점을 연구자는 “교회는 하나의 존재 방식
(a way of being)으로서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정의하고 교제와 소통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삼위일체의 개념에서 교회를 이
해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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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성공의 기준이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현재 소비주의, 물
량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교회의 성공 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크
기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제 교회의 성공에 대해서 크기가 아닌 새로
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회성공의 새로운 기준의 신학적인 기초로서
페리코시스적인 삼위일체론을 제시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속적인 성공주의의 헛된
신화에서 벗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상호존중과 소통의 관계중심적인 페
리코시스적인 삼위일체의 영성을 가져야할 것이다.
4) 계재광 교수님은 수직적이고 순종을 강조한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교회를 보는 시각을 함께 춤추시는 하나님,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교제하시는 수평적
인 관계성을 강조한 동방교회 영성의 전통인 페리코레시스적인 삼위일체론을 근거해
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교제의 공동체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 것은 급속한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공동체의식이 파괴되고 극도로 비인간화 되는 사회를 치유하는
건강한 교회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좋은 신학적 성찰이 되었다. 연구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적 내재성인 페리코레시스를 한국교회가 잘 따른다면 구성원들 간에 서
로를 위해 주는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품는 포용
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3. 발전적 제안
1) 필자는 페리코시스적인 삼위일체의 이해가 교회 내의 평등과 상호존중 그리고
대 사회적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의 실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는 당연히 배격되어야 하
지만, 거룩한 영적 권위는 교회의 존재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포스
트모던이즘의 사상적 특징인 반권위주의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특징
중 삼위 하나님의 질서와 순종의 영성이 또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교회 내에서 상호존중과 평등의 페리코시스적인 삼위일체의 영성이 예수님께
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비움과 순종의 영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연구해
야할 것이다.
2) 페리코시스적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교회에 적용이 되도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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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행정이나 리더십에 반영이 되어야할 것이다.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적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실제적으로 교회행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정치체제의 형태는
무엇일까? 만약 페리코레시스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교회정치체제에 담지 못
한다면 그저 신학적 논의로 끝나고 실제 교회변혁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계재광 교수님의 관계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신앙인과 교회의 비전
제시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 토론을 위한 질문
1) 오늘날 교회 소통의 문제가 단지 서방교회적 삼위일체론의 이해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동안 교회의 다양성과 일치
를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를 교회에 접목시킨다면, 현재 기독교
리더십에서 논의되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 또는 “종의 리더십”과의 어떤 차이점과 유
사점이 있는가?
3) 지금까지 교회의 사회봉사의 문제점을 한 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교회가 페
리코시스적인 삼위일체론에 근거하여 세상에 대해 더욱 개방성과 상호성의 관계성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328 -

논 찬 4-B-2
“관계적 삼위일체론에서 본 신앙인과 교회의 비전”에
대한 논찬
조 성 호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기독교 리더십)
저자는 교회론과 삼위일체 신론으로부터 유추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 신앙인의 모습을 재해석하는 복합적인 작업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저자는 외부의 환경과 사회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존 방식
대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면서, 그런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통해 교회의 핵심가치를 ‘삼위일체 신학’으로부터 유추한다. 이런 본
고의 구성은 우선 여러 주제들을 하나의 개연성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교의학의 하부
범주로 국한될 수 있는 삼위일체 신학을 교회와 신앙인의 재정립을 위한 역할로 확장
시키는 방법론적 효과를 거둔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던 동
방교회의 삼위일체 신학을 적극적 도입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신학이론 정립의
지평을 확장하는 부가적 수확도 거두었다.
세부 내용 측면에서도 본고는 전통적인 교의학의 핵심주제를 21세기 문화적 정황
에 부합하는 명제로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둔다. 사회계약론 등을 통해 급격히 변화된
정치, 사회구조에 의해서 사람들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의식이 성장함으로써 집
단 구성원들 사이에 만연하던 수직적 위계질서가 수평적이고 개방된 체계로 변모된
현대사회의 특성을 생각할 때, ‘페리코레시스’를 통해 수평적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는
신학적 성찰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아울러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상호 소통과
대화가 현대인들의 실존에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정착한 측면을 감안할 때, 삼위일체
교리를 통한 본고의 궁극적 관심은 리더십을 비롯한 실천신학 전반에 매우 긍정적 영
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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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본고의 학문적 공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 싶다. 우선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자의 의도를 설명하는 기본 영역에
대한 논리 전개가 다소 모호함이 발견된다. 저자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재해석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양식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본론 부분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본 원리를 콜린스의 기업경영에 대한 저술로부터 유추한다. 물론 저자의
의도가 특정집단의 주체적인 자기인식이 그 집단의 존재가치 결정과 생존양식에 필수
적이라는 점과 그런 자기인식이 교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역설함으
로써 전체 논지를 풀어내려는 의도한 점임을 감안할 때, 콜린스의 개념을 언급한 이유
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교회는 집단으로서의 존재목적은 물론 구성 원리 자체에도 큰 차
이가 있는 이질적 집단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이한 본성으로 구성되어 서로 다
른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 집단의 특수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곧바로 타 집단에 그 구성 원리를 직접 적용하는 방식은 언어의 구성과 의미 해석에
대한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주제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해석학의
경향은 동일한 언어가 상이한 환경에서 다른 의미를 파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을 기억해야 한다. 20세기 이후 두각을 나타낸 현상학과 실존주의, 해석철학 등은 단
어 자체가 지닌 보편성을 거부하고 문장구조는 물론 역사적 맥락, 화자(speaker)와 청
자(listener)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의미 구성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콜린스의 연구대상으로 지목한 기업의 정신적인 독립이 전혀 다른 구
성 원리와 존재 목표를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에 가감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는
교류가 어려운 의미를 획일적으로 동질화시킬 위험이 있다. 설령 적용에 어려움이 없
다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소한의 언
급 정도는 제시하는 것이 논문의 완성도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접근방식은 신학적 주제에 대한 정합성 여부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비가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가시적인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단에서 통용되는 주요 가치들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교회는 효율성(effectiveness)과 유효성(efficiency)을 토대로
형성된 기업과는 존재의 궤적 자체가 다르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궁극적 목표에 귀속
된 성도들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기인식은 철저히 수동적 능동성(active passivity
or positive responsiveness)에 국한된다. 제한적인 자기인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칫
독립적 자기인식을 강조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교권주의를 정당
화시키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교회에 대한 새로
운 신학을 창의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교의에 종속되는 시각이나 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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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환원주의에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가 지닌 기원과 역
사의 고유한 사항을 확립해야 할 당위성 차원에서 이 문제가 더 세부적으로 설명되기
를 바라는 희망사항을 서술할 뿐이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과연 삼위일체 이론에 대한 평가이다. 본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일체 신학 모두 관계적 측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그동안 교회역사에서 그 부분에 소홀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초대교부들로부터
시작된 삼위일체 교리의 형성과정에서 그와 같은 관계적 측면에 대한 소홀함이 상존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 Martyr)가 자신의
생애에 통용되던 로고스 공리를 통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그 과정이 그리스 세계와
기독교의 연속성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이래, 영지주의자들에 맞서 성경에 제시된 하나
님의 내재성과 창조성을 강조했던 이레네우스, 내재적 삼위일체를 통해 ‘실체’와 ‘인격’
의 양태론을 극복하려고 했던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위일체 신학을 중
요하게 다루었던 모든 이들은 삼위일체를 통하여 통섭이 적용되기 힘든 다양한 영역
의 교류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적 도구로써 삼위일체를 적극 채
용하였다. 이와 같은 의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외면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설명하려는 주요 논쟁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분열
로 묘사된 관계의 주체들이 누구였는지에 있을 뿐,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초월적 신성
과 현존하는 창조세계의 현상과 감각 체험을 유가적으로 연결하는 통전적인 관점에서
운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저자의 세부적인 서술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 강화
된 최근에 관계성 자체에 대한 이해가 훨씬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역
사적 정황의 변화와 20세기 이후의 사상의 변화와 맥락에 맞추어 무의식적으로 수행
되던 내용들의 의식적 차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실례가 각주 38번의 설명이다. 여기에서 설명한 것처
럼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이 본질보다 인격을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관계성과 통일성
을 강조한다는 논리는 카파도키아 학파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바실리우스의 입장과 비
교할 때 더 많은 숙고를 요구한다. 즉 바실리우스는 당시 ‘인격’이라는 표현이 ‘가면’이
라는 의미로부터 유래했음을 주목하면서, 인격은 위격 안에서만 본래적인 실존을 지닌
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인격’의 신학적 함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용도와 기능으로
변천되었다. 때로는 삼위일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
으로, 또 다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 이르기까지 ‘인격’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런 역사적 전개과정은 ‘인격’을 통해 추구하는 관계성 확립은 사실 20세기 인류에게
익숙한 언어적 용례에 신학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결과이며, 본래 그 말이 처음 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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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회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비교할 때 다른 배경이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페리코레시스”를 통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관계성의 의미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변화된 21세기의 수평적 사회구조와 민주적 생활방식에 최적화하려는 현대 신
학자들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시도들이 초기교회의 역사적 기원과 이후의
다양한 범주들의 상실이나 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판단 착오로 이어
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접근은 현재에 통용되는 의미의 확립
과정을 살피는 공시적 과정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로
다른 시대적 환경과 내용들이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지닌다는 통시적 관점 역시 동일
한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명제는 지면의 부족으로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본고의 결
론 또는 제안부분이다. ‘페리코레시스’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삼위일체 교리는 “평등한
상호 존중의 섬김”과 “세상까지 품는 포용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
한다. 대단히 탁월한 신학적 식견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과연 그런 신
학적 재정립이 어떻게 개별적 교회와 이 사회의 다수 성도들에게 교육, 보급,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본고가 실천신학에 속한 논문임을 감안할 때, 실제 적용 가능
성 또는 전략적 방안 등은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본고가 조직신학의 삼위
일체 교리를 다루는 논문이라면 굳이 현실에 접목할 개연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실천신학의 정체성에 비추어 논리적 개념의 전개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새로운 이론 정립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천신학의 전개방향 자체도
이미 슐라이에르마허 시대로의 복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이다. 이미 실천신학은 현존하
는 삶으로부터의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이 신학적 개념으로 정립된다는 귀납적 방법
으로 전환되었다. 현존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체험과 교회가 직면한 현 시대의 위
기와 사건들이 바로 신학을 구성하는 원 자료이며 그로부터 후발과정으로 신학의 존
재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론으로부터 유추된 내용이 교회현장과 실존인물들에 적용된
다는 도식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아도 무방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측면에
서 수평적 관계성과 소통, 대화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삼위일체 교리들을 소개하고 그
것을 포스트모더니즘과 탈구조주의 시대에 적합한 명제로 제시하려는 본고의 의도는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서 종착역을 향하는 미완성의 느낌을 준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부터 본고는 재정립된 삼위일체 교리가 지닌 실천적 의미와
가치들을 현재의 정황에 적합한 용어로 전환하고 그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파급효과들을 예측,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결과들을 생산하는 차원을 고려하는 추가
과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아마 그런 모든 내용들을 수용하기에는 한 편의 논문은 철
저히 부족한 공간의 한계를 지녔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행될 추가 작업에 거
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매우 클 수밖에 없다.
- 332 -

발표 4-C
발표자: 김선미 박사(한일장신대)
“종교중독성에서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응”
좌장: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논찬1: 민장배 박사(성결대)
논찬2: 김병석 박사(숭의여대)

- 333 -

- 334 -

제 4-C 발표
종교중독에서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응
- 위니캇(D. W. Winnicott)의 중간대상을 중심으로 김 선 미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외래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상담학)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중독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독인구가 천만을 상
회한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서는 물론 그 진정성이 밝혀
져야 하겠지만, 일단 시대적인 분위기로 보아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중독의 시대적인 배경에는 중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연구를 해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중독의 사전적 정의는 습관적으로 열중하다가 몰두하는 것으로 생체가 음식물이
나 약물의 독성에 치어서 기능장애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일으키는 것으로,1) 습관에
의해 생체에 이상이 일어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독에는 스스로 통제와 제
어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중독이란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2) 여기에 중독(Addic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
‘addictus’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어원에서는 라틴어의 addicene으로 동의하는 것, 양
도하는 것,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런 중독은 화학적인 의존의 경우에
1) J. H. Jaffe, “Addictions: What does biology have to tell?”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1989), 51-65.
2) Ibid.,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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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 습관을 그만두기 어려운 일종의 병리적인 현상이면서 심리적으로도 강박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면서 일정한 습관성을 형성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통제력에 많은 영
향을 주기도 한다.3)
중독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으로 진통을
겪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4) 이런 중독은 이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
지고 있다. 중독은 일반적으로 물질중독에만 접근하던 약물중독이 가장 흔한 것이었는
데, 중독의 만연으로 인하여 행위중독이나 과정중독까지 그 범위의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던 것들이 중독이 되어간다는 점이
더 문제이다. 더욱이 이러한 중독은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생물학적, 사회
적, 환경적인 부분까지 관여되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처럼 중
독의 심각성은 병리적인 양태와 함께 개인의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심지어 가
정, 사회, 종교, 문화의 영역까지 침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II. 종교중독에서 심리적인 결핍의 문제
종교중독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심리적인 결핍에서 초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야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강박성향의 대표적인 성격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완고
함과 엄격함 그리고 두려움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5) 이러한 강박성향은 그들에게
무조건 앞을 향해가는 지나친 목표지향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성공에만 몰입하는 특성
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존재중심의 신앙보다는 행위중심의 신앙이 되어 조
금 더 많이 조금 더 빨리 나아가고자 하는 의례적인 규칙이라는 불안이 늘 무의식에
병행하게 된다.6) 이러한 강박성향의 문제는 종교중독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문제이
다. 이것이 그들에게서는 습관적인 행동에 탐닉하는 지나치게 강박적인 증상을 드러낸
다는 점에서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강박성이란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의례적인 예식이나 집회, 그리고 프로그램화된 세미나에 빠져서 집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에서 행하는 것들은 때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 수
3) 김충렬,『알코올중독과 목회상담적 치료』(서울: 한들출판사, 2011), 25-26.
4) 김성민, “심리학과 종교: C. G. 융의 사상을 중심으로,”「신학과 실천」제38호(2014),
285-318.
5) 김충렬, “최후 수단적 자살과 상담치료적 대응: 상담학의 관점에서,”「신학과 실천」제
38호(2014), 261-284.
6) 김병훈, “긴장 에너지의 3가지 유형: 욕망, 정화, 신앙,”「신학과 실천」제22호(2010),
25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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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그런 행동이 모두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향이 문제이다. 그것
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해하면서 종교적인 행위 속에 빠져드
는 위험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스스로 그러한 표징에 속아 넘어가는 편이다.
강박적인 종교중독자들은 죄책감과 신으로부터 은혜를 억지로 얻으려는 죄책감이
나 욕망에서 출발한다. 신이 자기들의 노력을 굽어 살펴 자신의 현실을 바꾸어 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한다. 신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자기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마술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보다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그
들은 소망한다.7)
종교중독자들이 열심히 하는 행위를 보면 이러한 일들은 신의 일들이 아닌 자신
의 일을 종교라는 거울 속에 포장하는 것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에
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믿음을 포장하고 비합리적인 헌신에 매
달린다는 점에서다. 이런 현상이 바로 강박적인 특성이다. 이런 경우의 강박성은 어느
한 가지의 특성에 집착하여 고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8) 이러한 고정과 집착은 개
인의 성격정도를 뛰어넘어 인격의 문제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히 강박증 자
체만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개인의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강박증의 성향은 단순한 증상
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늘 하던 행동과 성향을 취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하던
행동을 고집하게 되어 똑같은 패턴으로 해야만 하는 불안 심리에서 억압된 갈망을 표
출하게 된다.
종교중독은 일중독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취한다. 강박적인 중독자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일 중독자처럼, 종교중독자는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며, 기독교
내의 일 주변을 맴도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9)
종교중독자는 여러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10) 이렇게 함으로
7) Stephen Arterburn & Jack Felton, Toxic Faith: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Religious Addiction (Colorado: Water Brock Press, 1991), 24.
8) P. De Silva & S. Rachma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he Facts, 2nd ed.
(London: Oxford Universities Press, 1998), 228-230.
9) Stephen Arterburn & Jack Felton, Toxic Faith: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Religious Addiction, 97.
10) 불교의 경우 그 교리는 사성제와 팔정도로 나타나 있다. 석가모니의 인간관은 사성제
에 나타나 있는데, 기독교와 같이 죄에 관한 질문이나 해결은 관심거리가 아니다. 생로
병사(生老病死)라는 인간의 현실문제, 원한이 있는 자와의 만남, 사랑하는 자와의 헤어
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의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다. 또한 석가모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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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그들 자신의 기분을 호전시켜 기분을 전환시키거나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알
게 된다.11) 그리하여 그들은 여러 종교적 활동과 행위에 보다 활동적이고 관심을 기
울인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의 경우 이들은 기도모임, 금식, 예배참석, 개인의 간증, 대
중의 간증 등에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사역의 부
분에서도 강박적으로 기도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분명 기
독교인의 신앙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적인 행동은 진정한 신앙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자신 스스로
의 만족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이 우선시하는 영적인 행위로 인하여 교우들과 협력하지 못하
고 특정인과의 관계만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느
끼며 질투와 적대감을 투사한다는 점에서다. 이들의 영적행위를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은 신(神)중심
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지 않고 신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들의 신앙
이 건전한 동기가 아니며, 신을 향한 응답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소시키거나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열반에 이르는 수행방법을 여덟 가지로 설명하는 팔정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첫째로,
정견(正見)은 삼법인, 사성제 등의 석가모니가 가르친 설법에 의한 ‘바른 견해’를 가지
며 극단적인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함을 말한다. 둘째로, 정사(正思)는 탐(貪), 진
(瞋), 치(治)의 3독(毒)에서 벗어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사유하고 결심하는 것
이다. 셋째로 정어(正語)는 정견(正見)과 정사(正思)가 입으로 발표되는 것으로 일체의
망언과 사악한 말과 부덕한 말을 버리는 것이다. 넷째로, 정업(正業)은 바른 행위를 말
하고 살생(殺生)이나 투도(偸盜), 사음(邪淫)을 금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명(正命)은 불
법(佛法)을 따라 행동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추구하는 올바른 직업관을 강조
하는 것이다. 여섯째, 정정진(正精進)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기를 닦아 나가는 것이며,
생긴 악은 제거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선이 생기도록 하며
이미 생긴 선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일곱째, 정념(正念)은 마음 깊이 새
겨서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불교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여덟째, 정
정(正定)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흔들림 없이 통일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불교의 구원은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정무,『『불교성전』(여주: 도서출판 반야회, 1985), 12-14; 이정무,『비교종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186-187.
11) 힌두교에서 구원이란 내세에 더 나은 환생을 위해 업보를 쌓거나, 우주적 본체라는
절대자와 자기를 통일시킴으로써 동일화하거나 신적대상에의 헌신을 통해서 일치감과
행복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성취하려는 구원의 길이란 첫째로
행위의 길 또는 의무의 길(Karmamarge), 둘째로 명상의 길(Jnanamarga), 셋째로 봉헌
의 길(BhaKtimarge)의 3가지이다. 그 중에서 봉헌의 예를 들면 신애(神愛)의 길이라고
도 하는 일종의 몸을 가진 인격적 신에 대한 열광적인 사랑과 헌신과 믿음에 의한 길
로서,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서 신과 일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힌두
교의 적극적인 활동참여를 요청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A. Hildebrandt, Upanishaden
(Duesseldorf: Moderne industrie, 1977),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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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자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마시는 것처럼, 종교중독자는 일에서 위로
를 찾는다. 평안으로 불리는 것은 실제로 회피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들은 모두 사라지고, 단지 역성을 드는 사람들로 대체 된다. 분주함이 목표가 되고, 종
교적 강박증 때문에 거짓된 신의 임재를 가장한다.12)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경건하게 보이
기 위한 행위적인 모습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종교적인 욕구이
며 순간적이고 매혹적인 자신의 도취감을 체험하는 것이 되며, 더 나아가 궁극적인 목
적보다 종교에서 의례적인 행위를 묵인하게 될 때 자신의 사고와 행동이 강박관념으
로 침투되어 종교중독적인 성향으로 특징지어진다.

III.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해소
종교중독은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결핍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이
것은 마땅히 그들에게 긍정적인 정신에너지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하다. 그러면 이런 정신에너지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방법을 시도하게 되
는데, 그것이 바로 대상관계론에서 중요시하는 모성애의 발휘이다. 이런 점에서 위니
캇은 이런 모성애가 아동이 자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위니캇이 말한 모성적 이미지의 회복을 통하여 종교중독자
가 겪는 심리적인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위니캇이 말하는 모성적 이미지의 회복
은 중독자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13) 이런 점을 고려하
여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로 모성적 돌봄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을 시도해야 한다.
1. 목회적인 돌봄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
종교중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12) Stephen Arterburn & Jack Felton, Toxic Faith: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Religious Addiction (Colorado: Water Brook Press, 2013), 97-98.
13) 모성적 돌봄이란 위니캇 이론에서 말하는 안아주기 환경을 통한 돌봄의 자세를 뜻한
다. 중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과 온화한 전적인 환경의 돌봄을 뜻하기에 현
재 중독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시도함으로써 과거의 결핍을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태도를 시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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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으로 인한
존재의 부정성과 관련된 심리적인 갈등의 요소가 일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인 결핍으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들 중에 우리는 강박성향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종교중독에서 드러나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분리의 특성은 완고함, 엄격함, 두
려움이라는 강박적 성격장애를 지닌 사고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다. 이러한 사고는 그
들이 존재중심의 신앙을 벗어나 행위중심의 신앙에 충실하게 되어, 그 결과로 의례적
인 규칙과 함께 불안이라는 무의식이 늘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율라노프(Ann Belford. Ulanov)의 견해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저서인『영성과 심리치료』에서 이러한 행위 중심의
소유자들을 일컬어 도덕적 자학인(moral masochist)이라고 칭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
가 그는 종교적 복종에 대해 지적하면서 세 단계의 자아발달 상태의 예를 들어 제시
하기도 했다.14) 이것은 자아발달 상태를 통하여 종교중독자의 어린 유아기 시절에 사
랑받지 못한 갈망과 욕구로 인한 발달과정을 살펴야 할 이유이다. 여기에는 유아발달
에 있어서 유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아가 원 본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모성적 자아가 유아의 자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유아의 자아는 강력하고 안정된 자아로 발달해가기 때문이다.15)
그러면, 종교에서 이들의 무조건적인 복종이란 자아의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할 때
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 이들은 자아발달의 세 번째 단계의 삶을 사는 척 외식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아발달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들이 살아가면
서 가식과 외식으로 포장하여 자아발달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일차적인 문제는 자아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나
타나는 것이 위장된 종교행위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자
아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심리적인 결핍의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
이다.
14) 첫 단계는 자아의 핵이 아직 무의식의 모체에 덮여 있는 상태로서, 유아가 엄마의 테
두리 안에서 살아가듯이 어린 자아가 자체보다 더 큰 무의식과의 동일시 상태에서 살
아간다. 무의식과의 이러한 연합 상태에서 자아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우며, 존재하는 모
든 것과 마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두 번째 단계는 무의식으로부터 구별된
자아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고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이다. 자아는 차츰 무의
식과 외부 세계에 맞서 자체의 영역을 건설해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
으며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된다. 세 번째 단계
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는 단계이다. 이제 자아는 자
기중심의 존재에 머무르면서 모든 가치를 자아 자체의 관점에만 평가하던 과거의 태도
를 버리고 자아를 넘어서는 자기 가치를 위해 헌신한다. Ann Belford. Ulanov/이재훈
역,『영성과 심리치료』(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23.
15) D. W. Winnicott/이재훈 역,『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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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심리적인 결핍으로 나타나는 모성애의 문제는 목회적인 돌봄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16) 목회적인 돌봄은 그 중심에 모성애의 특성이 자리하
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목회적인 돌봄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목회적인 돌봄이 위니캇의 ‘안아주기 환경’과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안아주기 환경 안에서의 나와 타자의 관계, 어머니 자아와 유아 자아가 하나가 됨을
이룰 때 유아는 엄마의 전인적 돌봄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
리에서는 목회적인 돌봄을 통하여 중독자 스스로가 심리적인 결핍에 충족감을 갖게
됨으로써 유아의 자아가 인정받는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모성의 긍정성을 회복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점은 그대로 목회적인 돌봄에서 모성애적인
발휘가 상당히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모든 종교는 이런 모성애의 접촉, 또는 모성애적인 특성의 발휘와 밀접하
게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파의 신도들이 종교에서 실행되는 모든 행
위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교가 갖는 모성에의 특성에 접촉되는 효과가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진숙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되고 있다. 권진숙의
연구에서 안아주기 환경은 종교 공동체에서도 그 역할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서다. 다시 말해서 종교 공동체 내에서의 안아주기 환경이란 서로를 위하고 갈망과 욕
구를 보듬어주는 모성적인 돌봄의 장으로써 종교가들이 신도들을 안아주고 신도들이
종교가를 감싸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서로가 필요한
존재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아주기 환경 안에서 서로를 인도하고 유지
할 때 자율성과 창조성을 발견하며 서로를 의지하여 진정한 만남의 장으로써의 에너
지를 갖게 된다.
더 나아가 안아주기 환경에서 생활하며 모성적인 돌봄을 받는 종교중독자는 심리
적인 결핍이 충족되어 이제 신에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도 가능하게
된다.17) 이런 현상은 그들에게 안아주기의 환경, 즉 목회적인 돌봄이 모성애의 결핍을
충족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유아적인 자아가 모
성적인 돌봄으로 회복하고 재생할 때 자아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원리
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교중독자들에게 안아주기의 환경이라는 목회적인 돌봄이 필
요한 이유이다.
2. 신(神)중심의 신앙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
16) 조윤옥. “관계중독의 치유에 관한 연구.”「신학과 실천」제38호(2014), 409-440.
17) 권진숙, “도널드 위니캇의 안아주기 환경 개념의 여성목회신학적 재고와 목회적인 돌
봄,”「신학과 실천」Vol 35(2013), 2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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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중독자들에게는 신(神)중심의 신앙이 문제로 나타난다. 그들의 종교생활은 신
중심이 아니라 다른 부차적인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해된
다. 이것은 그들이 올바른 신중심의 종교생활을 한다면 정신에서 긍정적인 정신에너지
가 충족되는 결과를 산출한다는 점에서다. 그들이 이렇게 올바른 신중심의 종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어린 유아기 시절에는 사랑받지 못한 갈망과 욕구로 발달과
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아발달에 있어서 유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아가 원 본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모성적인 자아가 유아의 자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유아의 자아는 강력하고
안정된 자아로 발달해가기 때문이다.18) 이런 원리에서 보면 그들의 미성숙한 인격의
문제는 모성적인 돌봄에서 결핍을 보이는 상태이므로 초기 유아기에 어머니와의 관계
로부터 자기(Self)를 분리시키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모성적 환경의 제공을 받음으로 인해 원만한 인격의 발달이 가능해
진다.19)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정한 신중심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 진정한 모성적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위니캇의 모성적인 돌봄이 유아의 인격을
발달시킨다는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 인격발달의 원리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유아
가 모성적인 돌봄의 도움으로 자아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룰 때 자아는 내사되고 독
립적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니캇은나는 홀로 있다.”(I am
alone)에서 ‘나’ 라는 말은 정서적 성장의 의미로 자아는 개인이 이미 통합되어 나-아
닌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아라는 구조적인 성격이 형성된 지형학적인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다음에 나타내는나는 이다.”(I am)라는 말은 개인이라는 구조적 형
태에서 자신의 구조적 형태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다.” 라는 개인은 아직 방
어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를 가지고 있기에 아직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나이
기에 편집적이며 편향적인 색채라는 것이다.20)
이런 원리는 종교중독자들이 신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여 진정한 자신이 되어야 하
는 이유이다. 그것은 그들이 신중심의 단계를 성취하여 진정으로 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자아는 홀
로 있다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때 그들은 신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어 마치
유아가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인식을 갖게 되어 엄마의 지속적인 돌봄으로 인한 정
신적 자각이 가능한 것과도 같다. 결국 그들이 신중심의 신앙을 통하여 스스로 독립적
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홀로 있는 경험에 기초해서 신중심의 신앙적인 경험을 충분히
맛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21)
18) D. W. Winnicott/이재훈 역,『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56.
19) Ibid., 67-68.
20) Ibid.,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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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심의 종교생활은 위니캇의 중간대상과 중간경험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중독자들이 유아기에 마땅히 경험하여 인격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
아야 할 것은 신중심의 종교생활이 그것을 대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
는 대상관계론이 중요시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대상관계심리학에 정통한 리주토(Ana
Maria Rizzuto)는《Theology and Pastoral Counseling》에서 어린 시절 유아와 관계
를 맺었던 타자, 특히 부모와의 경험이 유아의 정서의 구성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
다.22) 이것은 중간대상에 대한 상상적인 개념화를 통하여 신(神)의 표상으로 증진시키
는데 참여하는 환상적 중간대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니캇은 중간
현상은 내부에만 또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닌 실재적 삶으로 기여하는 경험의 부분
이 중간영역에 속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간현상은 내적 실재와 외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의 중간 영역에 속한다.
아동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밖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실적, 객관적 실재는 하
나님 표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외적 요인이며, 아동의 욕구, 소망, 욕망은 유력한
내적 요인이다.23)
후기 정신분석학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위니캇은 유아에게 존재하는 외적실
재와 내적실재가 부모를 이상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신의 이미지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종교중독자들에게 신
중심의 종교생활은 중간대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신의
표상으로서 관심의 초점이 된다. 위니캇에게 있어서 중간대상이란 내가 아닌(not-me)
소유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창조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간대상에서 갖고
자하는 것을 환경이 제공하지 못할 때 그들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받는 공격성에서 살
아남을 수 없으며, 그들의 내면에 작용하는 본능은 억압으로의 중간 공간을 차지하여
파괴성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Ibid., 44.
22) 리주토는 개인의 절박한 심리적 소망과 욕구 때문에 현실을 환상으로 변형시키는 일
에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서 상상이라는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매우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것은 “환상적 기대 속에서 자
기 자신을 창조해 내기 위하여, 또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재
구성함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위하여, 또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닌 환상의
왜곡을 통하여 자신을 속이기 위하여, 인간은 항상 놀이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리주토
는 그러한 현실의 재고성이 ‘즉각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례에 속하지 않는 한 결
코 병리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Deborah Van Deusen Hunsinger/이재훈. 신현복
역.『신학과 목회상담』(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180-188.
23) D. W. Winnicott, Playing and Reality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197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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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캇에게 있어서 중간대상은 중간상태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내적대
상도 외부대상도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유형이 발달을 촉진시키는 상징적 대상
일 뿐이기 때문이다.24) 이것은 다시 부모로부터 받은 의존이 실패하게 될 때 유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미지도 상징적인 대상도 잃어버린 체 자기상실에 빠지게 된
다는 점에서다.25)
그들이 신앙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덮어놓고 신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신중심이라는 종교생활은 유아가 의존이라는 특성에서 유아 자신의
실제 몸을 통해 유아가 맛보았던 초기경험에 기초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이것은 다시
유아가 터득한 존재는 독립된 존재로서가 아닌 엄마와 내가 하나라는 상호성에서 출
발하는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이것은
그들이 신중심의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면, 그들은 만족감을 얻지 못해 불안과 분노 공
격적 감정을 갖게 되어 존재의 능력과 행함의 능력에서 패배하여 고유한 통합을 이루
어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6)
위니캇이 말하는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은 부모 이미지가 신의 이미지를 대
신하지 못할 때 그들은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원리는 외적 세계에 대한 인식되지 않은 실재를 인식하는 존재와 행함의
중간영역으로 나아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27) 중간대상은 현실과 함께 존재하는
환상의 세계이며,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로부터 분리된 환상이 아
니기 때문이다.28) 이런 시각에서 위니캇은 파괴성으로 변질된 공격성은 반사회적 행
동에 앞장서게 되며 타인에게 투사되어 자신에 혐오를 타자에게 씌우게 되며 그들과
다툼을 갖게 된다고 보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간대상의 원리는 우리에게 종교중독에서 말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져
오게 되는 원인으로서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자신의 기준만이 선함을 추구한다는 왜
곡된 위험을 가져오는 결과를 생각하게 만든다.29) 건강한 신앙적인 생활은 그들에게
내재하는 억압된 공격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억압된 본능은 불
안이라는 요소를 자신에게는 물론 종교적 행위로 불안을 표출시킨다는 점에서다. 그것
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서 강박적인 종교행위로 드러나는 의례적인 행동에서 경험되
는 것이다.
24) Deborah Van Deusen Hunsinger/이재훈. 신현복 역.『신학과 목회상담』, 187-188.
25) Ann. Belford. Ulanov/이재훈 역,『일반상담과 목회상담: 위니캇과 영성』(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 505.
26) Ibid., 508.
27) D. W. Winnicott, Playing and Reality, 3-4.
28) Ibid., 2.
29) 정희성, “종교심리학의 한국적 자원연구: 수난의 영향과 풍류도,”「신학과 실천」제38
호(2014), 37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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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 아니라 이것은 종교중독자들이 더 신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종교생
활이 더 현실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신중심의 생활을 통하
여 점차로 모성적인 돌봄의 내용들을 인식하게 되고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통해서 돌봄을 받는 내용의 내사가 축적된다는 점에서다.30) 이런 원리는 모성적인 돌
봄에 대한 율라노프의 견해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발견되고 있다.
쾌락원리만을 따르면서 외적 세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유기체란 한 순간도 살아있
을 수 없으며, 따라서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그 유아가-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의 심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31)
이런 견해는 종교중독자들이 신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것인가를 깨우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32) 이것은 그들이 신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인 결핍이 해소되는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
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3. 목회자의 모성적인 돌봄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
돌봄의 영역이란 종교의 고유한 영역이면서 인간이 환경과의 만남을 통하여 맺어
지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부분들과의 관계의 형성이기도 하다.33) 그러면 돌봄(care)
의 관계에서 목회상담자가 중독자에게 주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문제 해결과
의 관계적 회복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전체적인 회복의 기능 회복에 있다고 볼 수 있다.34) 이와 관련하여 시워드 힐트너
(Seward Hiltner)와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J. Clinebell)은 다음과 같이 목회상담의
주요한 목적을 말하고 있다.
30) Ibid., 63-64.
31) Ibid., 53-55.
32) Ann. Belford. Ulanov/이재훈 역,『일반상담과 목회상담: 위니캇과 영성』, 67-68.
33) 오오현,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공간으로서 환대에 대한 소고,” 「신학과 실천」제38
호(2014), 319-346.
34) 치유(Healing)에 있어서의 어원은 영어 단어 heal 또는 healing은 온전한, 온전성을 의
미하는 whole, wholeness와 같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holy와 같은 거룩함, 전체성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치유란 온전성을 잃은 사람에게 온전성을 회복시켜주는 일
이며, 삶의 거룩한 차원과 분리된 사람들을 다시 거룩한 차원과의 관계로 연계시키는
행위이다. S. Hiltner/민경배 역,『목회신학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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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상처받은 인간들을 치료함이며 상호치유와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제각기 직면하고 있는 문제적 위기를 성장 지향적으로 상처
의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고 다루는 것이다.35)
위에서 말한 목회상담이란 큰 틀 속에서 이루어가는 기능하는 인간으로(the fully
functioning person)의 창조적인 돌봄의 관계이며36) 상처 받은 인간들을 문제와 위기
로부터 성장하도록 조력한다는 것이다.37) 오성춘 교수는 목회상담은 신의 부름을 받
은 자(교역자 또는 상담자)가 문제적 인 위기 가운데 직면한 중독자를 만나 파괴된 존
재를 신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38) 전인적인 목회상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회의 부분이라고 그 필연성을 강조한다.39)
특별히 목회상담에 관한 대안의 필요성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존재적인 독립과
나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열망의 관계성을 제시하는 관계 속에서의 자율성의 회복
이라고 볼 수 있다.40) 그러면 목회상담에서의 치료란 인격의 온전함에 이르는데 그
의미를 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의 온전함은 인간을 정신
적, 육체적, 신체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전인적인 치유이기에 종교중독자들의 심
리적, 사회적, 생리적인 속성의 문제를 회복하는 정신건강을 중요시하는 것과 일맥상
통하는 것이다.
35) Seward Hiltner/마경일 역,『목회상담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63; Howard
J. Clinebell/박근원 역,『목회상담신론』(서울: 대한예수교총회출판국, 1987), 47.
36) 칼 로저스(C. Rogers)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경험에의 개
방성의 증대, 실존적 삶의 태도 증대, 자기 유기체에 대한 신뢰의 증대로 특징 지워지
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성정과정에 있는 사람은 보다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인간성을 신뢰하며, 그리고 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C. R, Rogers,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43), 180.
37) 사랑이란 생명을 전제로 하는 자기초월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타인과 신을 포함한 강
력한 자기만의 초월을 실현한 힘을 말한다. Walter E. Conn, The Desiring Self:
Rooting Pastoral Counseling and Spiritual Direction in Self Transcendence (New
York/Mahwah, NJ : Paulist Press, 1988), 132-133.
38) 목회자는 구원, 즉, 치유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더구나 치유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therapy의 어원 therapeia의 본래적인 의미는 주의 깊게 보살펴 주는 봉사이며,
고대사회에서 목회자(minister)의 어원이 되는 ministerium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치유로의 책임이 가중됨을 알 수 있다. 김성민,『생명의 의미와 새로운 그리
스도』(서울: 다산글방, 2004), 263-264.
39) 목회상담은 주로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교인들을 지탱하고, 화해
시키고, 인도하고, 치유 받도록 돕는 교회의 교역[ministry: 헬라어의 디아코니아(봉사)
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모든 성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봉사를 의
미]로 볼 수 있다. 오성춘,『목회상담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3.
40) Walter E. Conn, The Desiring Self: Rooting Pastoral Counseling and Spiritual
Direction in Self Transcendenc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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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이들의 정신건강은 진정한 영성의 회복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빌 윌슨(Bill. Wilson)은 종교중독자의 영성회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
한다. “종교중독은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다면 그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다.”41) 그의 견해는 아마도 종교중독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는 대상들을 향해 나
아가는 애착의 갈망이 신(神)을 대신하여 중독자의 충족의 욕구에 올려놓는 것에 기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중독에 속박된 그들은 신과 관련된 영적인 삶을 파괴한
다는 점에서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이 파괴된 것이라면 그들에게 목회자의 모성적인 돌봄
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그들에게 목회자의 모성적인 돌봄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
하면, 그들의 파괴된 영적 질병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다. 그러
면 그들에게 목회자 또는 목회상담자의 모성적인 돌봄을 통한 치료란 외형적인 치료
의 회복으로부터 더 넓은 상황을 내포하는 것으로 자신의 전능성에 대한 의존을 인식
하고 자신을 항복하고 자아의 과대함을 포기하는 행동이다. 종교중독자들에게 목회자
또는 목회상담자의 돌봄을 통하여 심리적인 결핍이 해소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42)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연구자는 종교중독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결핍의 문제를 다루
었다. 심리적인 결핍의 문제에 대하여 목회상담학적으로 그 해소를 시도하였다. 종교
중독은 일반적인 중독과는 다른 것이지만, 숨겨진 중독으로 여겨지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것이었다. 종교중독에서 심리적인 결핍의 문제는 신앙인이 올바른 신알 갖고, 신
앙인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장애가 되는 점에 주목하여 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종교중독에서 심리적인 결핍을 고찰하고, 그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위니캇의 중간대상의 이론에 기대어 목회상담의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이
런 특성들이 다음의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첫째로 목회적인 돌봄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를 시도한 것이다. 종교중독
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 중에서도 이들
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으로 인한 존재의
41) Bill Wilson, Alcoholics Anonymous, Pass It On: The Story of Bill Wilson and
How the A Message Reached the World (New York: 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s, Inc., 1984), 381-386.
42) Edward P. Wimberly, Using Scripture in Pastoral Counseling (Nashiville: Abingdon
Press, 1994),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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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성과 관련된 심리적인 갈등의 요소가 일차적인 것이었다. 심리적인 결핍으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들 중에 특히 강박성향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신(神)중심의 신앙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를 시도했다. 종교중독자
들에게는 신중심의 신앙이 문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생활은 신
중심이 아니라 다른 부차적인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해되
었다. 이것은 그들이 올바른 신중심의 종교생활을 한다면 정신에서 긍정적인 정신에너
지가 충족되는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이 이렇게 올바른 신중심의 종
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어린 유아기 시절에는 사랑받지 못한 갈망과 욕구
로 발달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었다.
셋째로 목회자의 모성적인 돌봄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를 시도했다. 돌봄
의 영역이란 종교의 고유한 영역이면서 인간이 환경과의 만남을 통하여 맺어지는 생
각과 감정과 행동의 부분들과의 관계의 형성이기도 했다. 그러면 돌봄(care)의 관계에
서 목회상담자가 중독자에게 주는 영향력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문제 해결
과의 관계적 회복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
는 전체적인 회복의 기능 회복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종교중독은 모든 중독에서처럼 심리적인 결핍이 중심적인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의 심리적인 결핍을 어떤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런 시각에서 그 문제의 해결은 그들의 심리적인 결핍을 충
족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이런 것은 지면관계상 세 가지의 방법에 중점
을 두어 시도하는 한계성을 갖는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연구
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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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4-C-1
“종교중독에서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응
- 위니캇(D. W. Winnicott)의 중간대상을 중심으로 -”
에 대한 논찬
민 장 배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I. 요약
우리나라의 중독인구가 천만을 상회할 정도로 심각하며, 중독의 종류도 다양해져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까지 관여되어 우
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처럼 중독의 심각성은 병리적인 양태와 함
께 개인의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심지어 가정, 사회, 종교, 문화의 영역까지 침
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1. 종교중독에서 심리적인 결핍의 문제
종교중독자들이 열심히 하는 행위를 보면 이러한 일들은 신의 일들이 아닌 자신
의 일을 종교라는 거울 속에 포장하는 것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에
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믿음을 포장하고 비합리적인 헌신에 매
달린다는 점에서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이 우선시하는 영적인 행위로 인하여 교우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특정인과의 관계만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
해 분노를 느끼며 질투와 적대감을 투사한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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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해소
위니캇이 말하는 모성적 이미지의 회복은 중독자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하
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로 모성적 돌봄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을 시도해야 한다.
1) 목회적인 돌봄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
2) 신(神)중심의 신앙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
3) 목회자의 모성적인 돌봄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
돌봄(care)의 관계에서 목회상담자가 중독자에게 주는 영향력은 문제 해결과의 관
계적 회복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전체
적인 회복의 기능 회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I. 공헌점
한국교회가 신자들의 성숙을 추구하는데 소홀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아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본
다. 특히 숨겨진 중독으로 여겨지는 종교중독을 Winnicott의 중간대상 이론을 중심으
로 목회상담학적 해소를 시도한 본 연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연구자
가 Winnicott의 중간대상 이론을 중심으로 첫째로 목회적인 돌봄을 통한 심리적인 결
핍의 해소를 시도한 점. 둘째로 신(神)중심의 신앙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를 시
도한 점. 셋째로 목회자의 모성적인 돌봄을 통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를 시도한 점은
본 연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III. 아쉬운 점
위에서 밝힌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아쉬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중독 원인과 유형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못한 점.
둘째, 심리적인 결핍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
셋째,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
김박사님의 연구가 한국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믿으며, 옥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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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4-C-2
“종교중독에서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목회상담적 대응
- 위니캇(D. W. Winnicott)의 중간대상을 중심으로 -”
에 대한 논찬
김 병 석 박사

(숭의여자대학교 시간강사/ 실천신학)
본 연구는 습관적으로 열중하고 몰두하는 기능장애로 비정상적인 기능을 일으키
는 ‘중독’에 대한 종교 심리적 결핍을 목회상담적 대응으로 고찰한다. 중독은 물질중
독, 약물중독, 행위중독, 과정중독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고 연구자는 말한다. 때문에
중독은 심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요인까지 관여되고 그 심각성
은 병리적인 양태의 영역 중심으로 인간의 삶의 영역에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중독은 심리적인 결핍에서 초래되어 성격장애 증상으로 완고함, 엄격함, 두려
움이 뒤따르며, 존재중심의 신앙보다 행위중심의 신앙이 되어 의례적인 규칙적 행위로
불안이 무의식에 병행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심리적 결핍에 대한 목회상
담적 해법으로서 첫째, 목회적 돌봄을 통한 결핍의 해소는 “종교중독자들에게 안아주
기의 환경이라는 목회적인 돌봄”의 필요성을 말한다. 둘째, 신 중심의 신앙을 통한 심
리적인 결핍의 해소는 “엄마의 지속적인 돌봄으로 인한 정신적 자각이 가능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위니캇의 중간대상의 원리와 같은 맥을 가진다. 이 같은 신중심이라는
종교생활은 유아가 초기경험에 기초하게 되는 형태인데, 신중심의 신앙생활을 실패하
면, 불안과 분노, 존재의 능력과 행함의 능력에서 패배하여 고유한 통합을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종교중독자들이 신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심리적
인 결핍 해소의 결과를 산출한다고 하는 것이다. 셋째, 목회자의 모성적인 돌봄으로
심리적인 결핍의 해소를 가져온다고 한다. 즉 외형적인 치료의 회복으로부터 더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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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항복하고 자아의 과대함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의 연구자는, 돌봄은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고 설
명한다. 그것은 관계적 회복,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갈등과 상처의 치유와 회복
등 심리적인 결핍의 중심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1. 목회적 돌봄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성과 종교중독에 대한 규정
연구자는, 종교중독은 모든 중독에서처럼 심리적인 결핍을 중심 원인의 하나로
본다. 이것은 종교중독이 심리적인 치료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 의
미는 종교성과 인간 심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분석하려는 전제가 있는 듯하다. 기독교
신앙은 영을 다루는 영역이고 심리는 인간 뇌의 문제라고 할 때 둘의 관계를 심리영
역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일반적 의식에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궁
금하다.
목회적 돌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실재에 대해서 인간을 신
앙초기부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양육함으로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돕는 영
적 공동체 사역이다. 이 사역을 위하여 목회자는 적절한 통제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예배시간 주일성수와 예배와 기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역 프로그램 등의 목
회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의 영적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통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통제수단은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성장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 같은 형식적 행위가 종교 심리에 작용되어 형
식적인 모습에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면 중독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적 삶에 있어서 찾아오는 형식적 행위에 대한 불안, 초조 증세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문제이지 그것의 유무의 문제가 유의미한지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중독인가 하는 것이다. 형식주의에 빠진 종교생활인
의 불안과 초조 거기에 함몰된 심리적 결핍이 문제의 중심이라고 볼 때 형식적 행위
에 있는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종교적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초
조가 되고, 누군가에는 그런 심리적 결핍이 없다. 이런 면에서 심리적 결핍은 개인의
정도 차이가 핵심이 아닌가 한다.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 스스로 행위에 대한
불안과 초조, 고통 등을 느끼는 순간부터 중독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는 문
제되지 않으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개인을 규정하고 공동체가 판단하여 본 후 그 문
제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동체
규정의 문제인가? 만일 당사자는 전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해도 공동체가 중
독으로 판단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목회 심리상담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수용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종교중독에 대한 형태적 모호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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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어떤 신앙인은 오르간 연주를 하거나 들으며 종교적 행위의 습관을
고집할 수 있다. 그에게 오르간이란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종교적 체험 수단이 된다.
예배 시간에 반드시 오르간이 연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종교성에 대한 취향의 문제이다. 종교적 본질에 대한 절대적 수단이 아니다. 이와 같
은 개인의 형식적 방식에 대한 고수를 성향의 차이로 보는가 아니면 종교적 행위에로
서의 형식적 절대화에 따른 중독으로 볼 것인가? 무엇이 깊은 습관적 성향이며, 무엇
이 종교중독인지 그 경계와 구분방법이 모호해 보인다.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의 모
습, 매우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모습이 종교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때 종교중독이라는 판단은, 오히려 개인이 어떤 불안이나 파괴적 심리를 경험하고 느
낄 수 있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가 분명해 지지만, 만일 그러지 못하다면 사회나
공동체가 그것에 대한 돌봄을 주어야 한다. 이 때 그것에 따른 판단은 공동체의 몫이
며, 결국 개인보다 공동체 가치관의 작용으로 중독인지의 판별이 드러나는 듯하다. 이
와 같은 설명은, 본 연구의 종교중독의 개념과 상통할 수 있는가?
2. 기독교 신앙의 고집성과 사회적 관점의 몰지각성
심리적 결핍은 개인에게 고통을 초래한다. 그것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독이라는 중증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
으키지 않고, 개인에게도 불편함이 없다면 중독이라는 개념과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
는가? 중독에는 비정상적인 몰두 개념이 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서 비정상적인
몰두에서 그 깊이를 더해왔다고 볼 수 있다. 중독이 비정상적인 몰두에서 초래된 무엇
이라면 기독교 신앙의 순교 역사와 타협 없는 신앙의 고수, 몰지각해 보이는 신사참배
반대 등과 같은 신앙 형태는 종교중독과 어떤 연관도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3. 성만찬의 반복적 수행
형식주의적 의례는 겉모습의 추구에 따른 폐해이다. 종교적 의례에 노출되기 쉬
운 것은 습관적인 형식에 있는 겉모습이다. 가령, 성만찬 예식을 처음에 할 때는 성직
자나 회중은 감격으로 참여하지만 그것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반복적인 의례의 형식적
수행, 즉 그 의미들에 대한 깊은 묵상의 감도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의례의 수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 성만찬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같은 형식의 반복과 집착은 긍정적인 것인데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종교중독성의 가
능성은 없는가? 즉 성만찬의 반복적 수행에서 발견되는 종교중독성의 형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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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앙인의 자유함
종교중독은 신앙초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보심의 형성, 즉 전지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존재성 자체를 사랑하신
다는 깊은 신앙의 묵상이 그 심리적 결핍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예배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앙의 자신감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신앙인의 자유함에
대한 역 함몰, 즉 술이나 담배, 사회적 죄악도 모두 회개를 통한 죄의 결박,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한 정죄함의 결별에 대한 역효과로 작용될 수 있지는 않는가? 종교중독 해
소를 위한 심리적 기재, 즉 모성애적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종
교적 자유함에 있는 역효과는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종교중독에 대한 심리적인 결핍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그 치유의 목적도 분명하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
지만 그 안에서 결핍되어 있는 심리적 불안과 파괴성은 개인의 불안을 너머서 공동체
를 위협할지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 종교중독의 심각성은 목회적 돌봄의 중요성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심각성을 현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주제로 지목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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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각종사업일정
I. 한국실천신학회 홈피

1. 직접입력 : www. praxis.or.kr 한국실천신학회
2. 혹은 모든 사이트에서 「한국실천신학회」를 치고 홈피로 들어감,
3. 모든 학회논문 신학과 실천자료(창간호-47호까지) 볼 수 있음.
4. 회원 등록하고(본 회원은 의무사항) 승인 받은 다음 글쓰기를 할 수 있음.
5. 홈피에서 관련사이트로 논문투고시스템과 심사시스템 개설 모든 논문은 관련시스템에서
만 한다. 그리고 다른기관 학술교육원, 한국기독교학회, 한국연구재단 연결
6. 홈피와 투고시스템, 심사시스템 모든 관리는 학술교육원에서 제공(하드 200M/트래픽 600M)
유지비(서버회선사용료) 년 12만원 월1만원
7. 2014년 4월 학술교육원과 새홈피 및 관리, 논문시스템관리, DOI시스템관리비와
논문제공과 교환 = 계약자 갑 편집장 위형윤을 (주)학술교육원 대표 노방용

II.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 2016년 년5회 발행: 홈피에서 회원가입하고 논문투고시스템접수, 심사시스템, 검사 등
1) 제48호 1월 20일 원고마감, 한글논문 2월 28일 발행- 한글논문
2) 제49호 4월 20일 원고마감, 5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3) 제50호 6월 20일 원고마감, 7월 30일 발행- 외국어 논문(영어와 독일어)
4) 제51호 8월 20일 원고마감, 9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5) 제52호 10월 20일 원고마감, 11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5. 게재비 일반논문 30만원, 년회비 3만원 필수, 신입회원 년회비 2년분 6만원
기존회원 년회비 미납자 2년분
학술지원논문 50만원, 년회비 3만원 필수, 신입회원 년회비 2년분
투고규정 2조 2항에 의하여 A4용지 13-15매 초과시 1매당 초과 게재료 2
만원, 단 연구지원 논문은 25매를 초과 지원할 수 없다.
회칙개정발후 4월부터 강사는 게재비 20만원 조정하기로함/ 단 논문 제출
시 소속과 직급표기, 2015년부터 심사시스템구축으로 인한 심사비 지급

6. 논문제출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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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피에서 회원가입후 관련사이트로 논문투고시스템 - 회원가입후에-논문투고 학술지 투고
안내에서 지원서 및 서약서 양식다운 받아 논문과 함께 제출. 게재가, 게재불가, 규정위반 사항
은 스스로 홈피 투고 시스템에서 본인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각주와 참고문헌과 숙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규정을 지켜 주실 것
3. 한글초록과 영문초록은 10포인트를 기준하여 1면 중 3분의 2 내외로 할 것
4. 연구윤리규정을 읽고 숙지할 것
5. 논문 구성은 대지는 I. II. II. IV. 소지는 1. 2. 3. 4. 등
서론은 들어가는 말, 결론은 나가는 말
6. 참고문헌과 각주는 30개 내외
7. 각주의 인용은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등재지) 5개 이상을 필수로 인용해야 함,
기타 타논문 등재지 인용 5개 = 각주와 참고문헌인용은 30개이상 필수사항임
8. 과다한 도표나, 인터넷자료, 제자들의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하여 공동게재는 불가함

III. 각종연구모임
1. 한국교회성장동력위원회: 논문 완성되어 편집중에 있음
위원장 : 조재국 박사 간사 : 조성돈 박사 김선일 박사
위 원 : 위형윤 박사 김윤규 박사, 김세광 박사, 이요섭 박사,
이명희 박사, 김한옥 박사, 정재영 박사, 최동규 박사

2. 실천신학 대전 편찬위원회(전공별)

편집위원장 : 위형윤 박사(안양대 교수)
공동연구위원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교수)
간 사(총무) : 안 석 박사(서울기독대 교수) 안민숙 박사(백석대)
이정광 박사(안양대) 김수천(협성대 교수)
위 원 : 20명 - 30명
3. 한국세시풍속과 교회력 연구위원회 : 한국전통문화와 기독교예배문화를 분석하
고 새로운 교회력 목회 기획을 제시한다.
위원장 : 김순환 박사(서울신대 교수)
간 사 : 박해정 박사(감신대 교수)
위 원 : 5-6인 내외(전공교수) 예배학회회원
4. 한국 전통관혼상제와 기독교 성례전 연구위원회 : 전공교수님들 지원 바랍니다.
위원장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간 사 : 김형락 박사(서울신대)
위 원 : 5-6인 내외(전공교수)
5. 학회발전기금위원회 : 연구지원, 학술지원 학술답사, 출판, 홍보, 법인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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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문성모 총장 부위원장 : 위형윤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간 사(총무)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위 원 : 민화규 목사(대신) 조기연 박사(성결교) 김세광 박사(통합) 주숭중 박사(통합)
이명희 박사(침례교) 조재국(감리교) 박해정(감리교) 각 교단별로 1인(10인 내외)
6. 국제관계진흥위원회 : 국제학술지개발, 기금모금, 국제간 회원 및 학술교류 등.
위원장 : 이말테 교수(루터대학교)
간 사 : 김나함 박사(독일 말브르크대학 교수)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교수)
허정갑 박사 (미국 콜롬비아신학대학원 교수)
7. 실천신학 각종 자격인증제 : 위원회 구성(각 분야별로 심사위원 5인 선정)
목회상담사 : 각 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목회상담 과목이수 후 학회 시험합 격자
기독교장례사 : 각 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교회성례 및 예배학 과목 이수후
학회 시험합격자
설교사 : 각 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과목이수 후 학회 설교대회 설교합격자
벨칸토 찬양사 : 벨칸토 찬양학교 수료 후 학회심사 후 합격자

8. 한국실천신학자 20인 수필집 및 설교집 제작의 건

1. 제작비 및 필자 및 출판사 선정
2. 집필자 선정 : 회원으로서 자유주제와 지원자 20인 선정
3. 접수마감기간 : 보류

IV. 제21대 한국기독교학회 소식

A. 제11회 소망학술상 모집공고(매년1회)
1. 2016년 8월 30일 마감 완성된 원고 제출 A4 150매 (4X6판 200이상)
2. 당해 12월 30일 까지 책 30권 출판 제출
3. 지원금 500만원 4명 엄격한 심사 후 한국기독교학회 홈피 참조
B. 제45차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22회 정기총회
일 시 : 2016년 10월 21일(금) 1시-22일(토) 1시까지
장 소 : 소망수양관(경기도 곤지암)
주 제: 종교개혁과 후마니타스:
기독교는 “헬조선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있는가

VI. 편집위원점수관리 안내

1. 편집위원 전국분포도 점수반영 4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강원도 제주도, 외국)
편집위원 : 서울/경기 : 위형윤 김한옥 민장배 안석
전라도 : 김충렬 오오현
충청도 : 이명희 한재동 황병준
경상도 : 허도화 차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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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일본 박헌욱, 미국 허정갑
2. 편집위원 평가 직전 2년간 평균 5점-10점 = 1점, 10점 이상 = 2점
연구보고서, 연구발표문, 서평, 논평, 학술지 논문, 등은 1점
저서 3점, 기타경력 5개
3. 반드시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정보에 편집위원의 실적을 제목과 출판사, 출판학
회, 논문지, 등을 그때 그때 올려 주시고 공개로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아이디 가능) 한국연구재단에 문의(02-3460-5737) 바람

Ⅷ. 정기학술대회 발표 일정
1. 제60회 정기학술대회 : 전체 전공발표
일 시 : 2016년 5월 28일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2. 제61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교회성장동력위원회 주관
일시: 2016년 9월 24일(토)
장소: 미정(추후공지)
주제: “100세 시대와 목회”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6월30일까지 각 분과위원장과
총무(vandy26@hanmail.net)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제62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공동학회
일시: 2016년 10월21일(금)-22일(토)
장소: 소망수양관(경기도 곤지암)
주제: 종교개혁과 후마니타스:

기독교는 “헬조선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있는가

VIII. 한국실천신학회 통장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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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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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신학과 실천」연혁보고
1. 1890년 한국최초 예배서 감리교 미이미교회강례(美以美敎會綱例) 아펜셀러 번역,
1924년 한국인 최초 장로교 혼상예식서 발간, 1925년 성결교 최초 교리 및 예식서,
1901년 중국어도서 감리교 목사지법 (牧師之法) 울링거 역, 1919년 한국최초 평양
신학교 곽안련 선교사의 설교학, 목회학 책을 출간, 1937년 한국인 최초 목회학 저
서 성결교 김응조의 목회학 출간, 그 이후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한국실천신학
은 전수되었다.
2. 1960년대 후반 한국실천신학회는 한국교회 최초 실천신학 관련교수들이 김소영을
중심으로 소모임과 전국순회 강연을 통하여 한국실천신학회의 모태를 형성하였다.
3. 1970년대 김소영, 박근원 등을 중심으로 실천신학 사전, 예백학 원론 번역 출판.
4. 1972년 제1회 한국실천신학회가 부산호텔에서 창립 김소영, 홍현설, 허경삼, 안형식
등 학술발표회가 시작되었고, 기독교사상 사장으로 김소영, 편집위원 박근원 정장복
등 목회자들을 위한 학문의 장을 제공하였고, 정장복은 교회력에 의한 핸드북, 김종
렬은 예배와 강단을 매년 출판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4대
박근원은 김소영 등과 함께 1992년 한국실천신학회의 주멤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
교공동학회가 발족되었고, 그리고 7대 정장복 회장이 학술대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1997년 9월 30일 정장복 회장과 9대 김외식 회장의 주도아래 「신학과 실
천」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동시에 정장복 회장의 주도로 예배학 사전과 설교학 사
전이 출판되었다.
5. 2003년 12대 문성모 회장, 13대 백상열 회장, 14대 위형윤 회장, 현재 15대 김윤규
회장, 16대 조기연 회장, 17대 김세광 회장에 이르는 동안 학술대회 년4회 올해 39
회째, 학술지 년4회가 발행되어 현재 33호가 발간되었다.
6. 2003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제6호부터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
료번호 ISSN 1229-7917가 부여되어 정식 출판물 발행 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 뒤
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신학대학교 도서관 등에 약 100부가 발송
되고 있다.
7. 2004년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지학회로 회원가입인증번호 학단연
2004-1호 가입되었다.
8. 2005년 학술교육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약서 무료로 계약.
9. 2007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78.3점 (75점이상 합격).
10. 2008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국내학술지발행지원비 신청하여 1,7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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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령.
11. 2009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등재후보 계속평가 1차 합격 82점 (80점 이상).
12. 2010년 2월 5일 학술교육원으로부터 무료로 홈페이지 개설, 그리고 11명의 한국실
천신학회 이사회 조직하여 사단법인 인가를 위한 준비작업 착수.
13.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비 신청 1,500,000원 수령(2011년 제39
회 학술대회를 위한 지원비).
14.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학술지원비 신청 2,974,000원 수령.
15. 2010년 7월 1일 등재지 신청하여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92점 (80점
이상).
16. 201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학술교육원 디지털컨텐츠 협약서 5년간 체결 (저작권
료 25% 지급 발행 규정 제7조 저작권 본 학회 소유).
17. 2011년 5월 30일 신학과 실천 연구재단으로부터 5,160,000원 지원비를 수령하다.
18. 2011년 12월 31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43회 학술대회 지원비를 수령하다.
19.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24호-27호 현장실사 합격
2011년 12월 28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123-82-70014 안
양세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이행자 지정
20. 논문게재의 총수는 1호부터 제33호까지 446편으로 모든 학회원들, 특히 신진학자
들의 기고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자들의 장은
「신학과 실천」학술지를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
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21.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금 6,000,000원 수령하다.
22. 2013년도 5월경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7월 30일 신청, 12.18일 평가결과 89.6
점 등재유지
한국실천신학회 홈피 개편 및 논문투고시스템 및 심사시스템 개통
23.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신청, 12월 5,000,000원 수령
24. 2013년도 신학과 실천 학술지 보조비 신청 9월 30일, 12월 26일 6,000,000원 수령
25. 학술지 신학과 실천 논문투고 및 심사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술정보원과 년1백만원 계
약(관리비)- 홈피에서 클릭
26. 출판된 모든 개별논문에는 온라인논문개별고유코드(DOI)를 부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해당 원문 및 해당 학술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27. 2014년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보조금 500만원, 학술지원비보조 700만원 수령(2015년도분)
28. 2014년 10월 30일 연구윤리 국제포럼 교육이수(13시간)
29. 논문게재 총수는 1호부터 현재 37호까지 514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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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14년도 논문게재 38호-42호 총 113편으로 현재 총합계 627편이다.
31. 2015년도 논문게재 43-47호 총 107편 현재 총합계 734편이다.
32. 2015년 7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등재유지 89.75점으로 합격
33. 2015년 12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비 5,600,000원 수령
34. 2015년 11.20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대학기관 생명윤리위원회협회 연구윤리포럼 이수
35. 2015년 11.20 연구윤리교육 연수과정 수료-한국학술단체연합회
36. 2016년 1.4.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37. 2016년부터 모든 교수 연구자는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홈피에서 윤리교육 의무
인터넷교육 필수

신학과실천 편집위원장 위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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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역대 총회연보
제1회 창립총회

제2회
197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3회
198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4회
198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5회
198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시: 1972년 봄
2. 장소: 부산호텔(부산시)
3. 초대임원
고 문 - 홍현설
회 장 - 김소영
부회장 - 허경삼
총 무 - 안형직
1. 일시: 1979년 11월 16일
2. 장소: 코아레스토랑(서울)
3. 임원개선
회 장 - 김소영
부회장 - 박근원
총 무 - 이기춘
1. 일시: 1981년 2월 18일
2. 장소: 온양
3. 임원개선
회 장 - 김소영(유임)
부회장 - 박근원(유임)
총 무 - 천병욱
1. 일시: 1987년 2월 10일
2. 장소: 리버사이드호텔
3. 김소영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4. 임원개선
회 장 - 박근원
부회장 - 천병욱
총 무 - 정장복
1. 일시: 1989년 10월 13일
2. 장소: 대구 동인교회
3. 천병욱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다
4. 임원개선
회 장 - 박근원
부회장 - 천병욱
총 무 - 정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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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199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7회
199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8회
199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9회
199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시: 1991년 10월 18일
2. 장소: 유성관광호텔
3. 총회결의사항:
1) 박근원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임원선출
회 장 - 천병욱
부회장 - 정장복
총 무 - 김외식
3) 임원개선 전 선교학회의 분립을 선언 별도로 모임
1. 1993년 10월 15일
2. 장소: 경주 조선호텔
3. 총회결의사항
1) 정장복 부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회장-정장복(장신대) 부회장-김외식(감신대)
총무-최희범(서울신대)
1. 일시: 1995년 11월 24일
2.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 총회
1) 정장복회장의 사회, 박근원회원의 기도로 개회하다.
2) 최희범총부가 경과 보고하다
3) 임원선거결과:
회 장-김외식교수(감신대)
부회장-최희범교수(서울신대)
총 무-김원쟁교수(연세대)
1. 일시: 1997년 10월 18일
2. 장소: 아드리아호텔(유성)
3. 회의:
1) 김외식회장의 사회와 천병욱회원의 기도로 개회하다.
2) 회장이 학회지 <신학과 실천> 칭간호 발간에 관해
소개하고 가 재정보고를 하다.
3) 회무처리: 목회상담회 분립을 박근원회원의 동의와
정장복회원의 재청으로 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4) 임원선거: 정장복회원이 천병욱회원을 회장 후보로 추대하
고 박근원 회원이 박은규회원을 부회장후보로 추대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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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199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1회
200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장복회원이 다시 백상열회원을 총무 후보로 추대하여 이를 장성
우회원이 동의하고 김세광회원이 재청한 후 회장이 가부를 불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 일 시: 1999. 10. 16(토) 8:30-9:00
2. 장 소: 유성호텔
3. 회 의: 1) 회장의 개회선언과 김외식 교수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함:
2) 결의안:
(1) 97년-99년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를 받기로 함.
(2) 임원선거 결과: 회장: 박은규, 부회장: 오성춘, 총무: 백상열
(3) 겨울정기세미나(2월) 발표자는 최근에 학위를 하고 귀국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정하기로함.
(4) 투병 중인 천병욱교수님(세브란스병원)을 위해 360,000원을 즉석에
서 모금함.
(5)<신학과 실천>(제3집) 원고모집은 규정(*)에 의거 계속
하기로 함.
3) 논문에 관한 규정 의결사항
(1) 한국기독교학회 학회별 논문 발표자 선정 문제는 본 회에
가입한 순서 를 참고로 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2)『신학과 실천』제3집부터 논문게재 희망자는 누구나 게재료
20만원을 의무적으로 내기로함.
(3) 논문게재 우선 순위는 현재 정교수로서 진급 및 업적평가
중에 있는 회원을 우선으로 하며 따라서 겸임교수 및 시간강
사는 차선으로 한다.
(4) 비회원은 논문게재를 할 수 없다.
(5) 논문은논문작성법에따라각주등기본형식을따라야한다.
1. 일 시 : 2001년 10. 18-20
2.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3. 회 의 :
1) 박은규 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총무가 사업 및 재정을 보고하니 통과 되다.
3) 임원개선 : 현재 임원에 서기, 회계 및 감사를 추가할 것을
결의하고 5인 전형위원회에서(김소영, 박근원, 김외식,
박은규, 백상열)에서 선임한 회장(오성춘), 부회장(문성모),
총무(백상열), 서기(조기연), 회계(이성민), 감사(나동광)을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4) 결의사안 : (1) 박근원 교수의 제안에 따라 <실천신학회 역
사보고서>를 위한 위원을 선정하기로 하다. (2) 겨울 정기
학술 세미나는 임원회에서 날자와 장소를 정하여 연락하기
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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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200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2004년 4월 14일
제13회
200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2007년 6월 27일

1. 일 시: 2003년 10. 24-25
2. 장 소 : 사랑의 교회수양관
3. 회 의 :
1) 오성춘 회장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2) 백상열 총무가 사업 및 학술경과 보고를 하니 통과 되다.
3) 이성민 회계가 재정을 보고하니 통과되다.
4) 임원개선은 전례대로 전형위원회(김외식 정장복 오성춘 백
상열)에서 선임하니 회장(문성모), 부회장(백상열), 총무(위
형윤), 서기(조기연), 회계(이성민) 감사(서울장신)로 만장일
치로 인준하다.
5) 학회지(2004년) 원고모집과 2월세미나 발표자와 시간, 장소는 임
원회에 일임하다.
6) 학술단체연합회 가입건은 자료준비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
하기로 하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원학회 가입 인증(학단연
2004-1)
1. 일 시: 2005년 10월 21일 (금)
2. 장 소 : 사랑의 수양관
3. 회 의 :
1) 사회 : 문성모 회장
2) 사업보고 : 위형윤 총무
3) 회계보고 : 이성민 회계
4) 회칙과 편집규정 수정 및 개정 결의 : 개정 및 수정회칙 참조
5) 임원개선: 임원 선정은 전례대로 전형위원회(전회장단 및
현회장단:정장복, 김외식, 문성모)에 추천을 의뢰하니 회장:
백상열 부회장: 위형윤 총무: 조기연 서기: 김세광 회계: 나
형석 감사: 박병욱, 김운용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하다.
6) 기타토의 (1) 학술지「신학과 실천」 학술진흥재단 평가 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2) 재정모금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3) 학술지「신학과 실
천」 분야별로 묶어 책자화 요청하기로 하다. (4) 세계
실천신학회의 설교학회 가입문제 요청하기로 하다. (5)
기타 각분과 위원을 추가로 회장이 임명하기로 하다.
(6) 학술지 원고 모집 : 제10호 2006년(봄호) 2월 발간, 제11
호 2006년(가을호) 9월 발간을 위하여 원고 모집 광고하다.
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후보 평가 신청
1. 학술지 자체평가 : 30점 만점 중 22점 획득
2. 학술지 내용평가
1) 패널위원평가 : 20점 만점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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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200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2008년 1월 3일

2008년 12월 26일

2009년 임시총회

2) 주제전문가평가 : 50점 만점 심사중
3)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등재
1. 일시 : 2007년 10월 19일(금) 5~6tyl
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609호
3. 회의 :
1) 사회 : 백상열 회장
2) 전회의론 낭독 : 김세광 서기
3) 사업보고 : 조기연 총무(안식년)-위형윤 부회장
4) 회계보고 : 나형석 회계
5) 감사보고 : 감사보고 유인물로 받기로 하다.
6) 결의사항 : 위형윤 부회장 제안 만장일치로 다음사항을 결
의하다
(1) 편집위원회 규정, 발행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2) 연구윤리규정 개정
7) 임원선거 : 제안1 무기명 비밀투표 (문성모 전회장)
제안2 기존대로 전형위원회(전회장단)에 위임(정장복 전회
장) 제안하니 제2안으로 결의하다.
전형위원회 발표 : 회장-위형윤 , 부회장-조기연, 총무-김세
광, 서기-나형석, 회계-김윤규, 감사-김순환
8) 신구임원인사 및 교체식
9) 광고 : 신임 위형윤 회장
(1) 논문심사보고서 이메일로 보고
(2) 회원확복 200명 이상
(3) 학술진흥재단 논문심사보고
(4) 논문지 2007-2007 계속 평가
(5) 논문지 배부는 각 대학도서관(70)과 필자, 전회장에게만
그리고 회원 정기학술 세미나 참석시 배부
(6) 논문게제비 20만원과 년 회비 3만원
(7) 기금모금목표 : 2000만원
(8) 학회 정기 학술세미나 년 4회(2, 6, 8, 10월) 1회당 3회 발표
(9) 기타 : 제14집 신학과 실천 논문 원고 마감 2008년 1월
30일 까지
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선정
1. 체계평가 21 패널평가 16 주제전문가평가 41.3 = 계 78.3
2. 등재후보선정일 : 2008년 1.3일 등록
200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내학술지발행 지원비 선정
신학과 실천 1,79600원
제14-1회 임시총회
총주제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젼)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9시 30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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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구 크리스챤 아카데미)
3시 30분 - 4시 경건회
사 회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기 도 : 김금용 박사(학술분과위원장/호남신학대
학교 교수)
설 교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축 도 : 박근원 박사(전 한신대학교 총장)
오후 9시 30분-10시 임시총회
사 회 : 위형윤 회장
회 무 : 김세광 총무
안 건 : 1. 회칙개정
2. 논문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일정
3. 학술대회일정 및 발표자 모집
4. 기타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2009년 12월 25일
2010년 1월 25일

제15회
2010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2011

12월 28일 등재지 선정

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1차 평가 선정
체계평가 37 패널평가 45 총 82 = 1차통과
2차 평가후 2009년부터 등재지로 인정함
2008년도 국내학술지발행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1. 과제번호 : A00152
2. 학술지명 : 신학과 실천
3. 발행기관명 : 한국실천신학회
4. 지원액 : 1,796,000원
5. 제출기한 : 2010년 2월 28일(일)
6.. 제출방법 : 온라인 입력 및 증빙자료 탑재
제15회 정기총회 및 제35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0년 2월 5(금)-6(토)
장 소 : 소망아카데미(수원장안구 하광교동 산 56-1)
I.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부회장 설교 : 위형윤 회장
기도 : 이말테 위원장
2. 안 건: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감사
보고, 회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2. 임시총회 회칙 상정안
인준 3.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회장과 감사가 추천: 회
장 김윤규 수석부회장 조기연, 부회장 김세광 추천하니 수
락되다. 4. 기타임원 추후 신임회장이 공지 5. 이사진구성 :
전회장, 현회장, 감사2인, 각분과위원장, 추가1인 11인, 이
사장일임. 6. 문성모 전회장의 기도로 폐회하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2010. 12.28) 평가 9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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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201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7회
2012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8회
201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6회 정기총회 및 제39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1년 2월 11(금)-12(토)
장 소 : 소망아카데미(수원장안구 하광교동 산 56-1)
I. 개회예배 사회 : 김세광 부회장 설교 : 김윤규 회장
기도 : 나형석 총무
2. 안 건: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등재
지 선정연혁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하니 수락
되다.
2)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
장, 부회장을 위형윤 이사장이 보고하니 회장 조
기연 수석부회장 김세광, 부회장 나형석, 감사
이요섭, 주승중을 추천하니 수락되다.
3) 신구임원교체
4) 신임 조기연 회장의 집레로 폐회예배로 마치다.

제17회 정기총회 및 제43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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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정기총회
일
장

시 : 2013년 2월 2일(토)
소 : 부천 카리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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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2014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9회 정기총회
일
장

시 : 2014년 2월 7일(금) 오전 12시30분 –
8일(토) 오후 1시
소 : 부천 카리스호텔

사 회 : 나형석 회장
개 회 기 도 : 조기연 박사(상임이사)
감 사 보 고 : 권명수 박사, 문병하 박사(감사)
사 업 보 고 : 한재동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최동규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서승룡 박사(회계)
이사회 임원 선임보고 : 김윤규 박사(이사장)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나형석 박사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성찬집례 : 나형석 목사

제20회
201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20회 정기총회

주 제 : 실천신학에서의 융합과 통섭
일 시 :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14일(금)
오후1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사 회 : 김충렬 목사
개 회 기 도 : 나형석 목사
성 경 봉 독 : 한재동 목사
설 교 : 김종렬 목사
학회 고문, 이사, 임원소개 : 김충렬 목사
대회 발표자, 논찬자, 좌장 소개 : 김경진 목사
축 도 : 조기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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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목록
◀
(1993 - 2015)
<기독교학회로부터 분류 이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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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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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제3회 정기학술세미나
이호영 박사(계명대 교수), “성찬과 해방”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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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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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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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제7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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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이천 미란다호텔
3. 발표:
I. 김원쟁 박사(연세대 교수),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로서의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숙”
II. 김은수 박사(전주대 교수) “뉴에이지 운동과 선교적 과제”

2000년

2001년

제8회 정기학술세미나
1.일시: 2. 11-12
2.장소: 유성 로얄호텔
3.발표:
I. 정인교 박사(서울신대 교수),
“21세기설교의 갱신-영상설교는 설교의 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II. 김진영 박사(평택대 교수),
“관계를 통한 자기정체성 발견-유교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제9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001년 2. 2-3
2. 장소: 유성호텔
3. 발표:
I.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교회력과 성서일과를 통한 설교”
II. 박노권 박사(목원대 교수), “회심의 심리학적 이해: 공헌과 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001년 10. 18-19
2. 장소: 경주교육문화회관
3. 발표:
I. 이기춘 박사(감신대 교수), “실천신학회, 교회음악회, 목회상담학회
의 회고와 전망”
II. 김순환 박사(한국성서대 교수), “성찬의 4중행위와 한국교회 예배
의 내일”
4. 논찬: 나동광 박사(경성대 교수)

2002년

제11회 정기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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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2002년 2. 1-2
2. 장소: 유성호텔
3. 발표:
I. 이성민 박사(감신대 교수),
“포스트모던 실천신학의 방법론으로서의 ‘몸 뜻’ 해석학”
II. 김경진 박사(장신대 교수),
“초기 한국교회의 장로교 예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워크샵
1. 일시: 2002년 7. 1-3
2. 장소: 울륭도
3. 실천신학회회원을 위한 공동 워크샵
제12회 정기학술세미나
1.일시: 2002년 10. 18-19
2.장소: 사랑의 교회수양관
3.발표: I. 김운용 박사(장신대 교수),
“새로운 설교학 운동과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
(프래드 B 크래독의 설교신학을 중심으로).
4.논찬: 이성민 박사(감신대 교수)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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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005년

제15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4년 2월 6일(금) - 7일(토)
2. 장소 : 율곡교회 단양수양관(가흥순목사 숙식제공)
3. 발표 : 1. 예배 : 사회 : 위형윤 박사(안양대 교수)
기도 : 백상열 박사(은진영성수련원원장)
설교 : 문성모 박사(대전신대 총장)
2. 발표자 : 허정갑 박사(연세대 교수)
제 목 : 기독교 입교 : 세례와 견신례
논찬자 : 김금용 박사(호신대 교수)
3. 발표자 : 차명호 박사(호서대 교수)
제 목 : 한국교회와 미래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논찬자 : 김한옥 박사(서울신대 교수)
제16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4년 6월(토) 11시
2. 장소 : 후암백합교회
3. 발표 : 1. 발표자 : 김금용 박사(호신대 교수)
제 목 : 설교와 예배준비의 의미에 대한 연구
논찬자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2. 발표자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제 목 : 카토릭교회 예배
논찬자 : 문상기 박사(침례신대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4년 10월 22 - 23일
2. 장소 : 대전유성관광호텔
3. 발표자 : 문병하 박사(그리스도신대 교수)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영적 리더쉽과 지도자론
논찬자 : 나형석 박사(협성신대 교수)
제18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5년 1월 28(금) - 2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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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 아우내재단 한국디아코니아 자매회
3. 예배 : 사회 : 위형윤 박사(총무/안양대 교수)
설교 : 문성모 박사(회장/대전신대 총장)
기도 : 백상열 박사(부회장/은진영성아카데미 원장)
4. 발표 :
I. 발표자 : 안덕원 박사(서울신대 겸임교수)
제 목 : 기독교 예전에 있어서 새로운 교회연합운동의 모색과 전망
논찬자 : 김순환 박사(한국성서대 교수)
II. 발표자 : 홍주민 박사(한신대 오래교수)
제 목 :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위한 디아코니아학의
가능성 모색
논찬자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5년 6월 18(토)
2. 장소 : 분당새벽월드 평화센터
3. 예배 : 사회 : 문성모 박사(회장/대전신대 총장)
설교 : 김소영 박사(영남신대 명예총장/마닐라 장신대 총장)
기도 : 백상열 박사(부회장/왕대리교회 목사)
4. 발표 : 1. 좌 장 : 위형윤 박사(총무/안양대 교수)
발표자 : 조재국 박사(연세대교수)
제 목 : 한국교회 설교언어의 상징적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논찬자 : 이명희 박사(침신대 교수)
2. 좌 장 : 김운용박사(장신대 교수)
발표자 : 김충렬 박사(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제 목 : 빅토 프랭클의 삶의 의미론과 신앙생활
논찬자 : 차명호 박사(전 호서대 교수/강북교회 목사)
5. 종합평가 : 박근원 박사(한신대 명예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회 정기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1. 일시 : 2005년 10월 21(금)-22(토)
2. 장소 : 사랑의 수양관
3. 발표 : 1. 좌 장 :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발표자 : 나형석 박사(협성대 교수)
제 목 : 성찬과 하나님의 나라
논찬자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4. 정기총회 : 1. 회칙수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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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선거 및 이사, 각위원장 선임

2006년

제21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6년 2월 4일
2. 장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찬송 : 246장
기도 : 나형석 박사 (서기)
성경 : 안선희 박사
설교 : 백상열 박사 (회장)
인사말 : 김외식 박사 (감신대총장)
주기도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한옥 박사 (서울신대 교수)
발표 : 김세광 박사 (서울장신대 교수)
제목 :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본 예배
논찬 : 허정갑 박사 (연세대 교수)
제2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 (한신대 교수)
발표 : 박해정 박사 (감신대 교수)
제목 : 한국 초기 감리교회의 성만찬 이해(1885-1935)
논찬 : 주승중 박사 (장신대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6년 6월 3일 (토)
2. 장소 : 안동교회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기도 : 위형윤 박사 (부회장)
성경봉독 : 김세광 박사 (서기)
설교 : 백상열 목사 (회장)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운용 박사 (장신대 교수)
발표 : 김순환 박사 (한국성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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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서정과와 강해설교의 접목 가능성과 실제
논찬 : 정인교 박사 (서울신대 교수)
제2발표 : 좌장 : 이성민 박사 (감신대 교수)
발표 : 김성민 박사 (협성대 교수)
제목 : 민담의 분열과 C.G.융의 개성화 과정
-기독교 영성수련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논찬 : 이재훈 박사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소장)
논찬2 : 김충렬 박사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회 정기학술대회 : 기독교공동학회
1. 일시 : 2006년 10월 20일 (금)
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3. 발표 : 기도 : 백상열 박사 (회장)
좌장 : 조기연 박사 (서울신대 교수)
발표 : 허정갑 박사 (연세대 교수)
제목 : 성만찬적 교회론 -성도의 고제를 중심으로논찬 : 안선희 박사 (이대 교수)

2007년

제24회 정기학술대회
1. 일시 : 2007년 2월 9일 ~ 10일
2. 장소 : 미란다 호텔 (경기도 이천)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기도 : 위형윤 박사 (부회장)
성경봉독 : 백상열 박사 (회장)
설교 : 박근원 박사 (전 한신대 총장)
축도 : 정장복 박사 (한일장신대 총장)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운용 박사 (장신대 교수)
발표 : 김한옥 박사 (서울신대 교수)
제목 :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상태와 발전 방안
논찬 : 문병천 박사 (그리스도신대 교수)
제2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 (한신대 교수)
발표 : 평신도 목회의 퍼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
논찬 : 최종인 박사 (평화교회 목사/서울신대 외래교수)
제3발표 : 좌장 : 위형윤 박사 (안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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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주승중 박사 (장신대 교수)
제목 :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
논찬 : 남호 박사 (목원대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회 정기학술세미나 : 기독교공동학회
1. 일시 : 2007년 5월 18일 (금)
2. 장소 : 한세대학교
3. 발표 : 인사말 및 기도 : 백상열 박사 (회장)
좌장 : 나형석 박사 (협성대 교수)
발표 : 박근원 박사 (한신대 명예교수/
한국실천신학회 회장(1987~1991/
한국기독교학회장(1991~1993))
제목 : 한국실천신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논찬 : 위형윤 박사 (안양대 교수)
제26회 정기학술대회(영어발표) : 기독교공동학회
1. 일시 : 2007년 10월 19일 (금)
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3. 발표 : 기도 : 정장복 박사 (한일장신대 총장 / 제8대 회장)
좌장 : 나형석 박사 (협성대 교수)
발표 : 주인옥 박사 (장신대 강사)
주제 : Shared Poiesis(쉐어드 포이에시스)
논찬 : 김순환 박사 (한국성서대 교수)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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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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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제29회 정기학술대회
총주제 :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구역공동체를 위한 빈곤복지와 디아코니아
일 시 : 2008년 9월 6일(토)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장 소 : 분당한신교회 별세홀(지하2층)
Ⅰ. 9시 30분 - 10시 아침간식 및 접수와 친교
II. 10시 - 10시 30분 경건회
사 회 : 김세광 박사(총무/서울장신대학교 교수)
기 도 : 김윤규 박사(회계/한신대학교 교수)
특 송 : 테너 손인오 (영혼의 아름다운소리 연구소 소장)
설 교 : 이윤재 박사(분당한신교회 담임목사)
인 사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축 도 : 이말테 목사(루터대학교 교수/국제관계진흥회위원장)
III. 정기학술발표회
10시 30분 - 11시 제1발표 : 이현웅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주 제 : 한국교회 예배신학의 외연 확장을 위한 한 모델로서 존 칼빈
(John Calvin)의 예배와 나눔의 실천
좌 장 : 주승중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1시 20 논 찬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11시 30 질 의 : 이승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1시 30분 - 12시 제2발표 : 나형석 박사(서기/협성대학교 교수)
주 제 : 고든 래트롭의 예배비평론과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함
의 연구
좌 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2시 20분 논 찬 : 조기연 박사(부회장/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2시 30분 질 의 : 이명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12시 30분 - 13시 30분 점심식사 교회식당(분당한신교회에서 제공)
13시 30분 - 14시 제3발표 : 손의성 박사(배재대학교 교수)
주 제 : 구역을 중심으로 한 빈곤복지의 신학적 근거와 실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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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좌 장 : 이요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
14시 20분 논 찬 : 이승열 박사(예장 총회사회봉사부 총무)
14시 30분 질 의 :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4시 30분 - 15시 제4발표 : 허우정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주 제 : 하인츠 바그너(Heinz Wagner)의 디아코니아 이해와 한국교회
좌 장 : 김순환 박사(감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5시 20분 논 찬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
15시 30분 질 의 : 김충렬 박사(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15시 30분 - 16시30분 종합토론: 좌장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총평논찬 : 김윤규 박사(회계/한신대학교 교수)
질의응답 : 다같이
제30회 정기학술대회 : 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
일 시 : 10월 17일(금)-18일(토) 장소 : 침례신학대학교
발표자 : 기독교학회 : 안선희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논 찬 : 황금봉 박사(영남신학대학교 교수)
발표1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
주 제 : 섬김의 길로서의 선교 확장 방안
논찬1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표2 : 김금용 박사(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주 제 :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논찬2 : 허도화 박사(계명대학교 교수)

2009-1

제31회 정기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총주제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젼)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3시-7일(토) 오전 12시
장 소 :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구 크리스챤 아카데미)
Ⅰ. 2월 6일(금) 오후 3시 - 30분 접수와 인사
II. 3시 30분 - 4시 경건회
사 회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기 도 : 김금용 박사(학술분과위원장/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설 교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축 도 : 박근원 박사(전 한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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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4시 - 5시 주제강연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젼)
사 회 : 김세광 박사(총무/서울장신대학교 교수)
강 연 : 박종화 박사(경동교회 담임목사)
IV. 제I 학술발표회(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눔)
A그룹(천은실) 5시-40분 제1발표: 권명수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주 제 : 루돌프 보렌과 박근원 실천신학 구조 비교
좌 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6시 00분 논 찬 : 이승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6시 10분 논 찬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
6시 30분 질의응답
B그룹(622호) 5시-40분 제2발표: 차명호 박사(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주 제 : 창조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과 적용
좌 장 : 이광희 박사(평택대학교 교수)
6시 00분 논 찬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6시 10분 논 찬 : 손의성 박사(배제대학교 교수)
6시 30분 질의응답
V. 저녁식사 6시 30분-7시 10분(식사와 숙박 경동교회에서 제공)
식사기도 : 이말테 목사(루터대학교 교수)
VI. 제II 학술발표회(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눔)
A그룹(천은실) 7시-40분 제3발표: 김성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주 제 : Madame Guyon의 신비주의와 영성
좌 장 : 조재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8시 00분 논 찬 :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교수/한국상담치료연구소장)
8시 10분 논 찬 : 반신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25
8시 30분 질의응답
B그룹(622호) 7시-40분 제4발표: 김광건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주 제 : 리더십 변수들에 관한 개론적 고찰
좌 장 : 이요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
8시 00분 논 찬 :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8시 10분 논 찬 :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8시 30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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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8시 30분-9시 30분 제III 학술대화와 자유토론(전체모임 : 천은실)
주 제 : 최근 실천신학의 흐름에 관한 분석과 전망
좌 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1. 회원들의 정보교환과 최근 관심
2. 최근 신학대학들의 과목변경 및 전망
3. 제1. 2. 3. 4. 발표에 대한 검토와 보완
4. 기타 학문적 동향
VIII. 9시 30분-10시 제IV 임시총회
사 회 : 위형윤 회장 / 김세광 총무
안 건 : 1. 회칙개정
2. 논문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일정
3. 학술대회일정 및 발표자 모집
4. 기타 사업계획
IX. 10시- 취침 및 자유시간 : 가 분과 모임 등
X. 2월 7일(토)
오전기상 6시 30분-8시 간단한 산책 : 택일 4.19 묘지/ 북한산
안 내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8시 30분-9시 30분 아침식사
식사기도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09-2

XI. 제III 학술발표회(전체모임: 천은실)
오전 9시 30분-10시 10시 제5발표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87
주 제 : 예배갱신의 내포적 의미와 그 실현 범위
좌 장 : 김경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0시 30분 논 찬 : 박해정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106
10시 40분 논 찬 : 백상열 박사(직전회장/왕대리교회 담임목사)
11시 질의응답
XII. 제IV 종합토론(전체모임: 천은실) 11시-11시 30분
좌 장 : 나형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XIII. 제V 점심 및 폐회 11시 30분-12시
폐회기도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대 총장)
제3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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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5월 30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장 소 : 서울장신대학교 강신명 홀
I.예배
사회 : 위형윤 박사(회장)
기도 : 이말테 박사(루터대학교 교수)
설교 : 김외식 박사(전 감신대학교 총장) “한국실천신학회의 회고와 전망”
II. 발 표
제1발표 : 심상영 박사 “…분석심리학과 무의식…”(한국심층심리연구소장)
좌장 :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논찬1 : 반신환 박사(한남대 교수) 논찬2 황병준 박사(호서대 교수)
제2발표 : 하도균 박사(서울신대 교수) “대거부락 전도운동에 관한 소고”
좌장 : 차명호 박사(부산장신대 교수)
논찬1 : 김선일 박사(웨신대 교수) 논찬2 이요섭 박사(세종대 교수)
제3발표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예배의 일반적 이해”
좌장 : 김순환 박사(서울신대 교수)
논찬1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 교수) 논찬2 이현웅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제4발표 :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기독교봉사개념의 기초… ”
좌장 : 홍주민 박사(한신대 연구교수)
논찬1 : 이승렬 박사(예장사회부총무) 논찬2 허우정 박사(실천신대 교수)
제5발표 : 최동규 박사(서울신대 교수) “한국포스트모던 문화와 교회성장… ”
좌장 : 조재국 박사(연세대 교수)
논찬1 : 백상렬 박사(은진아카데미 원장)
제6발표 : 류원열 박사(연대/장신대 강사) “웨슬리의 설교연구”
좌장 :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논찬1 : 이승진 박사(실천신대 교수) 논찬2 김경진 박사(장신대 교수)
제7발표 : 조창연 박사(대한신학대 교수) “한국사회의 변화 … ”
좌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대 교수)
논찬1 : 조성돈 박사(실천신대 교수) 논찬2 이명희 박사(침신대 교수)
종합토론
좌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응답 : 김종렬 박사(목회교육원원장)
폐회기도 : 백상렬 박사(은진아카데미 원장)

2009-3

제33회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교회성장동력교회 연구모임
일 시 : 9월 5일(토) 장소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원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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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1. 한국교회 성장동력교회 연구
2. 다음 발표 연구모임 : 11월 21일 세브란스병원 원목실
참석자 : 위형윤 김윤규 조재국 조기연 김세광 김순환 이요섭 박해정
조성돈 정재영 최동규

2009-4

제34회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공동학회
일 시 : 10월 16일(금) 오후 1시- 17일(토) 1시 40분
장 소 :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주 제 : 21세기 한국문화와 기독교
▶ 16일(금) 12시 30분 - 1시 등 록
▶ 16일(금) 1시 - 7시 개회예배 및 주제강연
▶ 16일(금) 7시 - 8시 20분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예배분과
주 제 : “기념이면서 소통인 예배 : 동시대 문화 속 예배 모색”
좌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7일(토) 8시 - 9시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상담분과
주 제 : “기독교인 자살과 목회적 대응 -상담학의 관점에서- ”
좌 장 : 이 명 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충 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김 성 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논 찬 2 : 반 신 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
▶ 17일(토) 8시 - 9시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목회사회분과
주 제 :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죽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좌 장 : 김 운 용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재 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논 찬 1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허 도 화 박사(계명대학교 교수)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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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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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3

제3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접수 및 친교 오후 2시 30분-6시 30분
I. 개회 예배 3시 - 3시 30분
인도: 김윤규 박사(회장)
개회 찬송 (14장 1.2.3 주 우리 하나님)
기 도: 김세광 박사(제2부회장)
성 경: 요한15:1-6
특 주: 피아노연주 김애자 박사(텍사스대학교 음악박사)
설 교: “이것이 교회다” 김병삼 목사(분당만나교회 담임목사)
축 도: 김병삼 목사
알 림: 나형석 교수
II. 3시 40분 - 5시 30분 교회성장동력의 비밀 사례발표
좌 장 : 조재국 박사 (연세대 교수/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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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해정 박사(감신대 교수) : “김병삼 목사의 분당 만나교회”
2. 최동규 박사(서울신대 교수) : “김석년 목사의 서초 성결교회”
■ 10분 휴식 ■
특주 : 피아니스트 김애자 박사
3.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 : “정주채 목사의 용인 향상교회”
4. 이요섭 박사(세종대 교수/ 교목실장) : “김학중 목사의 안산 꿈의 교회”
III. 5시 30분 - 6시 종합토의
좌 장 : 조성돈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 위원회 간사)
총 평 : 조재국 박사(위원장)
질의응답 : 전체
축도: 위형윤 교수 (이사장)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
아멘
IV. 6시 - 6시 30분 폐회 및 저녁식사

2010-4

제3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10월 22일(금) 오후 1시- 23일(토) 1시 30분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한국 그리스도인의 인간성 성찰
▶ 22일(금) 12시 30분 - 1시 등 록
▶ 22일(금) 1시 - 7시 개회예배 및 주제강연
▶ 22일(금) 7시 10분 - 8시 30분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상담분과
주 제 :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전일성 회복”
좌 장 : 최재락 박사(서울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성 민 박사(형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반 신 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
논 찬 2 : 안 석 박사(서울기독대학교 교수)
8시 30- 9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예배분과
주 제 : “세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모태 ”
좌 장 : 박 해 정 박사(감리교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기 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차 명 호 박사(부산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전 창 희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 389 -

▶ 23일(토) 8시 50 - 8시 55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디아코니아분과
주 제 : “예전의 해석학적 의미로서의 디아코니아 활동”
좌 장 : 홍 주 민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옥 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황 병 배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8시 55- 9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설교분과
주 제 : “이명직 목사의 설교세계”
좌 장 : 주 승 중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이 승 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11-1

제3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6회 정기총회
일 시 : 2월 11일(금) 오후 2시- 12일(토) 오전 12시
장 소 : 수원 소망아카데미 (경기대학교 입구 좌회전)
주 제 : “목회현장을 위한 간학문간 대화: 설교의 통합적 논의”
▶ 11일(금) 14시 00분 - 15:00 등 록
▶ 11일(금) 15:00 -15:30 개회예배
▶ 11일(금) 15시 40분 - 17:0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주 제 : “한국감리교회의 세례 갱신과 설교에 대한 연구”
좌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형 래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김 형 락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이 승 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8시 30- 19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주 제 : “현대설교의 위기와 설교에서 힘을 주는 요소로서의
의지력의 적용성 연구 ”
좌 장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충 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가 요 한 박사(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목사)
논 찬 2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20시 00 - 21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주 제 : “의미있는 설교-성찬 예배를 위한 실천적 제안”
좌 장 : 김 운 용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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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안 선 희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논 찬 2 : 조 기 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12일(토) 8시 55- 9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주 제 : “미디어 선굘르 통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좌 장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황 병 배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한 재 동 박사(나사렛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류 원 렬 박사(평택대학교 교수)
9시 30- 10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5)
주 제 : “설교의 디아코니아적 접근”
좌 장 : 이 현 웅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홍 주 민 박사(한국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최 진 봉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김 수 천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10시 50-11시 20 종합토의 :“목회현장과 간학문적 대화”
좌장: 김 윤 규 박사(한국신학대학교)
11시 30- 12:00 제16회 정기총회
폐해예배-성만찬예배
인도: 조기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
12 : 00 : 점심식사

2011-2

제4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5월 28일(토) 10:00- 15:30
장 소 : 신촌성결교회 신축본당:소예배실
주 제 : “변화하는 시대의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의 가능성 모색”
▶ 11시 20분 - 12:1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주 제 : “내면아이 치료와 목회상담”
좌 장 : 김 성 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발 표 : 오 제 은 박사(숭실대학교 교수)
논 찬 1 : 권 명 수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류 제 상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3 : 안 석 박사(서울기독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주 제 : “임상적 의사소통의 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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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발 표:
논찬1:
논찬2:

오 규 훈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김 병 훈 박사(호서대학교 교수)
박 중 수 박사(강남대학교 교수)
양 유 성 박사(평택대학교 교수)

▶ 13시 00 - 13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주 제 : “영적지도의 시대적 요청과 분별의 문제”
좌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유 해 룡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이 강 학 박사(횃불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오 규 훈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주 제 : “신학으로 미디어 읽기”
좌 장 : 이 요 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
발 표 : 이 길 용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성 석 환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논 찬 2 : 최 동 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14시 00 - 14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5)
주 제 : “주요 서구 개신교회 예배의 현황과 그 비교 연구”
좌 장 : 문 병 하 박사(그리스도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박 종 환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한 재 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논 찬 3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6)
주 제 : “디아코니 질 관리경영에 관한 연구”
좌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옥 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홍 주 민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이 범 성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4시 50-15시 10 총 평 :김 세 광 박사수석부회장)
좌장: 김 윤 규 박사(한국신학대학교)
15시 10- 15:30 폐회기도회
인도: 조기연 박사(회장) 축도: 김윤규 박사(직전회장)

2011-3

제4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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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9월 24일(토)
장 소 : 세종대학교 애지헌교회
주 제 : “한국교회 성장동력세미나”
▶ 11시 00 - 12:00 제1발표
주 제 : “한국교회 개혁모델:거룩한 빛 광성교회”
좌 장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 교수)
▶ 13시 00 - 14시 00 제2발표 (1)
주 제 : “오산평화교회 성장동력 분석과 적용”
좌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 표 : 하 도 균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14시 00 - 15시 00 제2발표 (2)
주 제 : “오순절 영성목회로 성장하는 지구촌순복음교회”
좌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상 백 박사(순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25:30 - 16:00

2011-4

폐회기도회
인도: 조기연 박사(회장)
축도: 위형윤 박사(한국실천신핛회 이사장)
제4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10월 21일(금) ~ 22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글로벌시대의 한국신학”
▶ 21일(금) 20시 00분 - 22:00 주제발표 (1)
주 제 : “한국교회 예배의 배경, 윤곽 그리고 내용”
좌 장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대학교 교수)
▶ 21일(금) 17시 00 - 18시 30 학회별발표 (1)
주 제 : “한국교회의 종교성”
좌 장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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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 정 재 영 박사(실천신학대학교 교수)
▶ 22일(토) 08시 20 - 09시 20 학회별발표 (2)
주 제 :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
좌 장 : 문 병 하 박사(그리스도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최 동 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 하 도 균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25:30 - 16:00

2012-1

폐회예배 및 성만찬
인도: 정장복 목사(한국기독교학회 회장)

제4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7회 정기총회
주 제 :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일 시 : 2012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4일(토) 12:00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4-640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 2.3일(금) 15시 30분 - 17시 제1발표(주제발표) : 대연회장
주 제 : 한국사회의 변동과 기독교
발표자 : 조성돈 박사
좌 장 : 조기연 박사 논찬1 : 최현종 박사
논찬2 : 정재영 박사
▶ 2.3일(금) 17시 00 - 18시 30분 학회별발표 (1)
제2발표 : 팅거벨
주 제 :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전문성을 위한 신학적 성찰과 정책 방향
발표자 : 김옥순 박사
좌 장 : 위형윤 박사 논찬1 : 김한호 박사
논찬2 : 이범성 박사
제3발표 : 피터펜
주 제 : 장 칼뱅의 인간이해와 목회적 돌봄
발표자 : 안 석 박사
좌 장 : 권명수 박사 논찬1 : 안민숙 박사 논찬2 : 채희용 박사
▶ 2.3일(금) 18:30 - 19:30 저 녁 식 사
▶ 2.3일(금) 19:30 - 21:00 제4발표 : 대연회장
주 제 : 목회상담의 위기적 상황과 그 대처
발표자 : 김성민 박사
좌 장 : 김충렬 박사 논찬1 : 김홍근 박사
논찬 2 : 황병준 박사
▶ 2.4일(토) 7:00 - 9:00 아 침 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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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토) 9:00 - 10:30 학회별발표 (2)
제5발표 : 팅거벨
주 제 : 영성지도의 현대적 이슈들
발표자 : 이강학 박사
좌 장 : 유해룡 박사 논찬1 : 오방식 박사
논찬 2 : 김경은 박사
제6발표 : 피터펜
주 제 : 전환기에 선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발표자 : 이현웅 박사
좌 장 : 김윤규 박사 논찬1 : 추일엽 박사
논찬2 : 서승용 박사
▶10:30 - 11시30 제17회 정기총회 및 폐회예배 : 대연회장
정기총회 사회 : 조기연 회장
성찬인도 : 나형석 박사
찬 송 :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축 도 : 위형윤 박사(본회이사장)

2012-2

제44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변화하는 목회환경과 실천신학
: 2012년 6월 2일(토) 10:00-15:40
장소: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집 - 부천시 소사구 소사
본 2동 101

개회예배 - 김세광 박사(회장)
▶ 학회별발표 1
발표자: 조재국 박사
주제: 선교초기의 기독교 성장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좌장: 조성돈 박사/ 논찬1: 정근하 박사/ 논찬2: 김선일 박사

▶ 학회별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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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별발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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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별발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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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별발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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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별발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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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별발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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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진행: 조기연 박사

폐회기도: 김윤규 박사

2012-3

제4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제3차 한국 10대 교회성장동력 분석 발표회
일시: 2012년 9월 15일(토) 10:00-13:00
장소: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개회예배
좌장 조재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제1 발표 :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양교회
발 표 자 : 위형윤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논 찬 : 이만규 목사(신양교회 담임목사)
질의응답
제2 발표 : 하나님의 가족을 구현하는 참 교회: 목산교회
발 표 자 : 이 명 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 윤창선 전도사(목산교회담임교역자)
질의응답
제3 발표 : 열정으로 성장하는 군산성광교회
발 표 자 : 서승룡 박사(한신대학교 외래교수)
논 찬 : 양태윤 목사(군산성광교회 담임목사)
질의응답
점심식사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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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

2013-1

제4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10월 21일(금) ~ 22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통일과 화해”
제1발표 북한이탈 주민의 자기표상 이해에 기초한 목회적 돌봄
발표자: 김홍근 박사(한세대학교 교수) 논찬자: 권명수 박사 안석 박사
좌 장: 이광희 박사
제2발표 한국적 설교를 위한 한 시안으로서의 판소리설교에 관한 연구
발표자: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논찬자: 이성민 박사 류원렬 박사
좌 장: 김옥순 박사
제4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8회 정기총회
일 시 : 2013년 2월 1일(금) ~ 2일(토)
장 소 : 부천 카리스호텔
주 제 : 실천신학 학문적 위치와 미래
개회예배
제1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경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주제 1 :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적 이해
발표자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주제 2 : 실천신학의 사회과학적 방법론 소고
발표자 : 박관희 박사(교회리서치연구소 대표)
주제 3 : 실천신학의 역사적 변천과 미래적 과제
발표자 :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 저녁식사 제2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주제 4 : 디아코니아신학의 실천신학적 위상과 그 과제들
발표자 :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주제 5 : 교회성장학의 학문적 특성과 실천신학의 방향
발표자 : 최동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주제 6 : 영성인가? 아니면 상담심리치료인가? 영성지향적
상담심리치료로서의 기독교(목회)상담학
발표자 : 안 석 박사(서울기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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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모임 및 인사
제2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 아침식사 제3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홍근 박사(한세대학교 교수)
주제 7 : 실천신학적 지평확대를 위한 예배학적 모색
발표자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폐회예배 - 성찬집례 : 김세광 박사 - 사랑의 오찬 -

2013-2

제4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3년 6월 1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 협성대학교
주 제 :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한 실천신학의 추구
개회예배
제1발표: 이상훈 박사
주제: 공공신학 윤리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사회
좌장: 이승열 박사/ 논찬1: 김옥순 박사/ 논찬2: 김한호 박사
제2발표: 황병배 박사
주제: The Rainer Scale을 통해 본 한국 불신자 유형조사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선교적 통찰
좌장: 조재국 박사/ 논찬1: 조성돈 박사/ 논찬2: 최동규 박사
제3발표: 김성민 박사
주제: 정신에너지와 정신치료: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회심체험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좌장: 김충렬 박사/ 논찬1: 홍영택 박사/ 논찬2: 나형석 박사
제4발표: 김형락 박사
주제: 성찬예식의 기호학적 이해: 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좌장: 이명희 박사/ 논찬1: 조기연 박사/ 논찬2: 안덕원 박사
- 점심식사 제5발표: 조영창 박사
주제: 텍스트로서 은유적 설교문의 신학적 이해를 위한 방법에 관한 한 연구:
가다머, 은유, 그리고 설교문의 신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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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김세광 박사/ 논찬1: 이성민 박사/ 논찬2: 최진봉 박사
제6발표: 김경은 박사
주제: 화해의 영성
좌장: 유해룡 박사/ 논찬1: 김수천 박사/ 논찬2: 이강학 박사
제7발표: 유재원 박사
주제: 한국형 이머징 예배의 가능성 모색
좌장: 민장배 박사/ 논찬1: 김순환 박사/ 논찬2: 박해정 박사
- 휴식시간 제8발표: 전창희 박사
주제: 설교와 성경해석학
좌장: 정인교 박사/ 논찬1: 이현웅 박사/ 논찬2: 나형석 박사
제9발표: 하도균 박사
주제: 교회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복음전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좌장: 박해정 박사/ 논찬1: 김선일 박사/ 논찬2: 정재영 박사
제10발표: 신경섭 박사
주제: J. 칼빈과 C.G.융의 종교체험 비교연구
좌장: 권명수 박사/ 논찬1: 원영재 박사/ 논찬2: 박영의 박사
- 종합토론 및 폐회 진행: 김세광 박사
폐회기도: 조기연 박사
제49회 정기학술대회개회 및 한국영성신학회 창립예배
주 제 : 제4차 한국10대 성장동력교회 분석
일 시 : 2013년 9월 28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20분
장 소 : 은평감리교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53-16)
개회예배
사 회 : 나형석 목사
기 도 -------------------------------------------- 김충렬 목사
성경봉독 ------------------------------------------ 김명실 목사
한국영성신학회 창립축사 --------- 위형윤 목사(한국실천신학회 책임고문)
한국영성학회 창립경과보고 --------- 유해룡 목사(장신대 영성신학 교수)
축 도 --------------------------------------------- 김윤규 목사
광고와 소개 ----------------------------------------- 한재동 목사
학술대회
전체 좌장 : 김윤규 박사
제1발표: 김한호 박사
주제: 디아코니아 목회와 교회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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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 허우정 박사 (김옥순 박사)
제2발표: 김선일 박사
주제: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전도: 레슬리 뉴비긴을 중심으로
논찬: 정재영 박사
제3발표: 안석 박사
주제: 성장에 관한 정신역동적 고찰
논찬: 고유식 박사
제4발표: 조재국 박사
주제: 한국교회 성장동력의 분석과 평가
논찬: 위형윤 박사
한국영성신학회 창립총회
한국실천신학회 임원회

2013-4

제5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10월 18일(금) ~19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정의와 평화
제1발표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의, 평화, 생명살림
발표자: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찬자: 김한호 박사 이범성 박사
좌 장: 이승렬 박사
제2발표 기독교 성찬 성례의 사회윤리적 책임에 대한 연구
발표자: 김명실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김형락 박사 이세형 박사
좌 장: 나형석 박사
제3발표 자살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발표자: 이준호 박사(한신대학교) 논찬자: 김충렬 박사 권혁남 박사
좌 장: 김홍근 박사
제4발표 이머징 교회 운동의 설교연구: 댄 킴벌과 마크 드리스콜을 중심으로
발표자: 유재원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최영현 박사 박종환 박사
좌 장: 김윤규 박사
제5발표 『베네딕트 수도규칙』의 엄격성과 유연의 문제
발표자: 유해룡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김경은 박사 권명수 박사
좌 장: 이강학 박사
제6발표 독일사회시장경제와 교회의 역활
발표자: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논찬자: 김한옥 박사 황병준 박사
좌 장: 최현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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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9회정기총회
일 시 : 2014년 2월 7일(금)-8일(토)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031-554-6400)
주 제 : 다문화문제와 한국교회
영성신학
발표: 오방식, “요한 카시아누스의‘관상’에 대한 연구”
좌장: 배덕만/ 전공논찬: 김수천/ 비전공논찬: 이필은(교육)
교회성장
발표: 김성영,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교육 태도에 관한 통합적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좌장: 김선일/ 전공논찬: 이길용/ 비전공논찬: 민장배(예배)
예배
발표: Malte RHINOW, “18, 19 세기의 조선 천주교인들의
새벽기도(회)”
좌장: 김성대/ 전공논찬: 문호주/ 비전공논찬: 안치범(선교)
디아코니아
발표: 홍주민, “다문화사회와 디아코니아-민관협력도움
시스템의 가능성: 성남외국인센터의 예”
좌장: 이승열/ 전공논찬: 허우정/ 비전공논찬: 이범성(에큐메니즘)
상담치료
발표: 양유성, “목회상담에서 은유의 의미와 기능”
좌장: 김병훈/ 전공논찬: 김동영/ 비전공논찬: 홍순원(윤리)
영성신학
발표: 최광선, “생태위기와 기독교 영성: 창조세계를 책으로 실행하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가능한가?”
좌장: 김상백/ 전공논찬: 김경은/ 비전공논찬: 최진봉(설교)
교회교육
발표: 이수인, “교회학교 교사들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구성주의적 접근
방법의 적용 가능성 연구”
좌장: 신현광/ 전공논찬: 신승범/ 비전공논찬: 김안식(사회복지)
예배
발표: 신동원, 주제: 다문화상황에서의 결혼예식에 대한 고찰
좌장: 안선희/ 전공논찬: 김정/ 비전공논찬: 성민경(교육공학)
설교
발표: 나광현,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설교를 위한 대화적,
협력적 소통을 통한 메시지 창안(invention) 이론에 대한 연구”
좌장: 이현웅/ 전공논찬: 류원열/ 비전공논찬: 성신형(종교와 사회)
디아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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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김옥순, “한국적 다문화 사회와 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관한 연구”
좌장: 홍주민/ 전공논찬: 김한호/ 비전공논찬: 김경(상담)
예배
발표: 전창희, “초대교회 알몸 세례(naked baptism)에 대한 고찰”
좌장: 차명호/ 전공논찬: 성현/ 비전공논찬: 김정두(조직신학)
상담치료
발표: 최재락, “죄의식과 용서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성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좌장: 김성민/ 전공논찬: 권정아 / 비전공논찬: 이혁배(윤리)
설교
발표: 최영현, “다문화 상황에서 이머징 설교의 가능성과 신학적 의미”
좌장: 정인교/ 전공논찬: 김금용/ 비전공논찬: 오오현(상담)
목회사회
발표: 정재영, “종교세속화의 한 측면으로 소속 없는 신앙”
좌장: 김순환/ 전공논찬: 정근하/ 비전공논찬: 김동환(윤리)

2014-2

제5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4년 5월 31일 (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주 제 :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실천신학
제1 발표: 김순환 박사
주제: 미래교회의 주역, 영유아 및 아동 층 예배를 위한 소고
좌장: 유재원 박사 / 논찬1: 김세광 박사 / 논찬2: 신형섭 박사
제2 발표: 김기철 박사
주제: 거울메타포로 풀이하는 ‘다움’의 영성
좌장: 안석 박사 / 논찬1: 고유식 박사 / 논찬2: 최주혜 박사
제3 발표: 이강학 박사
주제: 영적 분별: 이냐시오 로욜라와 조나단 에드워즈 비교
좌장: 오방식 박사 / 논찬1: 최광선 박사 / 논찬2: 김경은 박사
제4 발표: 김옥순 박사
주제: 한국교회의 미래 디아코니아목회와 실천현장을 위한 방향성
좌장: 이승렬 박사 / 논찬1: 김한호박사 / 논찬2: 허우정 박사
제5 발표: 김 정 박사
주제: 초대 시리아 기독교의 세례와 금욕주의
좌장: 전창희 박사 / 논찬1: 나형석 박사 / 논찬2: 최진봉 박사
제6 발표: 김성민 박사
주제: 엑카르트의 신비주의와 분석심리학 (ppt)
좌장: 김충렬 박사 / 논찬1: 정지련 박사 / 논찬2: 권명수 박사
제7 발표: 김수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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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독교적 묵상의 영성 신학적 의미 분석
좌장: 유해룡 박사 / 논찬1: 오방식 박사 / 논찬2:백상훈 박사
제8 발표: 나인선 박사
주제: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가?
좌장: 위형윤 박사 / 논찬1: 김명실 박사 / 논찬2: 한재동 박사
제9 발표: 양동욱 박사
주제: 한국교회의 대안적 비전 형성을 위한 설교학적 방법론 연구
좌장: 김명찬 박사 / 논찬1: 최진봉 박사 / 논찬2: 김세광 박사
제10 발표: 하도균 박사
주제: 세속화 시대의 효율적인 복음전도에 관한 연구
좌장: 최동규 박사 / 논찬1: 구병옥 박사 / 논찬2: 최재성 박사
제5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4년 10월 11일 (토)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장 소 : 영도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130-22번지)
주 제 : 이단 사이비 종파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실천적 과제
제 1 발표 : 이치만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단 발흥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과제”
좌장: 김상백 박사 논찬: 김명실 박사
제 2 발표 : 김충렬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광신도의 문제와 상담 치료적 대응: 기독교 상담학의 관점에서”
좌장: 안 석 박사 논찬: 김성민 박사
제 3 발표: 탁지일 박사,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이단 사이비 현황분석 및 한국교회의 실천적 과제”
좌장: 박해정 박사 논찬: 문병하 박사
제 4 발표: 안 석 박사,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신앙인가 아니면 병리인가? :
유사 신앙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연구
좌장: 김성민 박사 논찬: 고유식 박사

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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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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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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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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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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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

제5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갈등과 화해(학제간 대화)
일 시 : 2016년 2월 12일(금) 15시-13일(토) 12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제1발표: 강문규 <교회교육의 갈등과 화해>
주제: 한국 사회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
좌장: 신현광/ 논찬1: 고원석 / 논찬2: 김웅기 / 논찬3: 유은희
제2발표: 오방식 <영성신학의 갈등과 화해>
주제: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에 대한 연구
좌장: 유해룡/ 논찬1: 이강학/ 논찬2: 김경은 / 논찬3: 윤성민
제3발표: 최현종 <목회사회리더십의 갈등과 화해>
주제: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좌장: 조성돈/ 논찬1: 김명희/ 논찬2: 정재영/ 논찬3: 장진원
제4발표: 이현웅 <설교신학의 갈등과 화해>
주제: 공감과 설교의 실천적 만남: 설교학적 측면에서의 공감에 대한 이해
좌장: 김운용/ 논찬1: 이승진 / 논찬2: 김충렬
제5발표: 김성민 <상담치료의 갈등과 화해>
주제: 프로이트와 융: 갈등과 화해
좌장: 권명수 / 논찬1: 김홍근 / 논찬2: 김동영/ 논찬3: 여한구
제6발표: 권명수 <상담치료의 갈등과 화해>
주제: 사회적 애도 가능성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좌장: 김홍근 / 논찬1: 정보라 / 논찬2: 안석/ 논찬3: 김수천
제7발표: 박종환 <한국사회의 융합과 통섭>
주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고대 그레코로만 장례식사
(Refrigerium)를 통해 본 음식과 공동체의 형성
좌장: 김세광 / 논찬1: 박해정 / 논찬2: 안덕원/ 논찬3: 이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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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발표: 김상백 <영성신학의 갈등과 화해>
주제: 화해에 대한 영성 목회적 고찰: 교회 내 갈등 해결을 중심으로
좌장: 김수천 / 논찬1: 최광선/ 논찬2: 김동영/ 논찬3: 민장배
제9발표: 구병옥 <전도교회성장의 갈등과 화해>
주제: 환대(hospitality)를 통한 외국인과의 화해 모색: 복음전도를 향하여
좌장: 김선일/ 논찬1: 최동규 / 논찬2: 황병준 /논찬3: 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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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회칙
제1장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실천신학회(KSPh=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라 칭
한다.
제 2 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
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 신학의 학
술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4 조 (학문분야) 본 학회의 학문 연구 분야는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실천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한다(예배와 설교, 목회사역, 상담치료, 전도와 선교, 기독교교육, 디아코니아, 영성, 종교
사회, 교회성장, 교회행정, 기독교문화, 예배음악, 교회건축, 한국세시풍속과 교회력, 관혼
상제와 성례전, 리더쉽-멘토링 등).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5 조 (회원 및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전국 각 신학대학 및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과목을 교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한다.
2. 목회자중 실천신학을 전공하여 신학교에 출강한 자 또는 목회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자로 한다.
3. 단 각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실천신학을 전공한 자는 준회원으로 하되 수료자 이상인자
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및 선출) 본 학회의 임원의 임무와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1명) - 본 학회를 대표한다.
2. 선임부회장(1명) - 본 학회의 회장을 보좌한다.
부회장 1명
3. 총 무(1명) -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부총무(1)
4. 서 기(1명) - 본 학회의 사무기록을 담당한다.
부서기(1명)
5. 회 계(1명) - 본 학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부회계(1명)
6. 감 사(2명) - 본 학회의 감사임무를 담당한다.
7. 회장과 감사는 정기이사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동으로 선출하되 기타 임원은
신임회장이 임명한다. 단,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고문단) 본 학회의 진로와 자문 그리고 후원을 하며 전직 회장으로 하며, 고문단 대표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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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을 둔다.
제 8 조 (이사의 임무 및 선출) 이사회는 본 학회의 사업, 발전 및 후원을 위하여 15인 내외의 이
사를 두되, 당연직 이사(학회장1인 감사2인 전공학술분과회장)를 포함한다.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후원 모
금 및 기금을 관리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전임회장 일
순위자를 임명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의 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제 10 조 (분과위원회) 본 학회는 다음의 분과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임원회 임기와 동일하다.
1. 국제 학술분과 위원장, 간사
2. 학술 발표분과 위원장, 간사
3. 논문 편집분과 위원장, 간사 단, 편집장은 따로 둔다.
4. 논문 자체평가 및 심사분과 위원장, 간사
5. 학진등재 업무추진 공동위원회
6. 실천신학대전 편찬위원회
7. 한국교회 성장동력 선정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8. 한국세시풍속과 교회력 연구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9. 학회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10. 국제관계 진흥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11. 실천신학 각종 인증제 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12. 실천신학자 수필. 설교집 제작위원회 위원장, 간사
13. 한국전통관혼상제와 기독교성례전 연구 위원회 위원장, 간사
14. 목회 연구위원회
15. 기타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둘 수 있다.
제 10-1 조 (전공간학술협의회)
1. 전공학술간 협의회는 각종 학술대회를 위한 임원회의 자문기구로
회장, 총무, 각 전공학술분과 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전공학술분과: 본학회는 예배/ 설교/ 목회, 목회사회., 리더십/ 교회성장, 전도, 선교
/ 상담치료/ 영성분과/ 디아코니아/ 교회교육 8개의 전공학술분과를 지원한다.
3. 각 전공학술분과는 전공학술분과 회장이 이끈다.

제 3 장 사업과 재정
제 11 조 (사업) 본 학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발표: 연 4회로 하되 2월(학제간대화), 6월(전공별), 9월(목회) 10월(공동학회)로
한다. 단 국제학술발표회는 예외로 한다.
2. 신학과 실천 학술지를 발간한다.
3. 학술답사 및 공동연구, 교재발간.
4. 각 대학 및 교회 순회강연.
제 12 조 (학술연구지 출간)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활
발하게 하기 위해 학술지를 출간한다.
1.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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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다.
2. 편집위원의 구성은 임원을 포함하여 전공을 고려한 8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3. 출판시기와 횟수는 봄(2.28), 여름(5.30), 외국어(7.30), 가을(9.20), 겨울(11.30)년 5회로 한다.
4.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고 후원하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되 전직 회장으로
한다.
5.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의논하여 선출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4장회의
제 14 조 (총회 및 운영위원회) 1. 본 학회의 총회는 매년 2월 초순 정기학술대회 시에 회장이 소
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 총회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5 조 (고문 및 이사회) 본 학회의 고문 및 이사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하여 본 회의 발전
과 사업을 논의 한다.
제 16 조 (개정) 본 학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로 개정하며, 효력은 개정 즉
시 발효한다. 단, 각종 규정 등은 임원회에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장부칙
제 17 조 (회칙의 시행) 본 학회 회칙의 개정된 정관의 시행은 1996년 10월 25일 부로 한다.
1. 회칙 보완 수정 2007년 10월 19일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2. 회칙 보완 수정은 2009년 2월 6일 임시총회 결의와 2010년 2월 총회에서 통과 즉시 시
행한다.
3. 회칙 보완 수정은 2013년 2월 2일 제18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4. 회칙 보완 수정은 2014년 2월 7일 제19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5. 회칙 보완 수정은 2015년 2월 14일 제20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칙

1.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지 신학과 실천 원고 심사규정 및 학술지게재규정은 다음과 같다.
2. 본 학술지는 한국실천신학회의 정기학술지로 매년 5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심
사규정 및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1) 본 학술지의 원고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한다.
(2) 본 연구지의 내용은 실천신학 및 교회의 교역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3) 본 연구지의 내용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4) 본 학술지는 매년 1월 20일까지 원고를 마감하여 2월 28일에 봄호를 발행하고, 4월 20일
에 마감하여 5월 30일에 여름호를 발행하며, 외국어 논문은 6월 20일에 마감하여 7월 30
일에 발행한다. 가을호는 8월 20일에 마감하여 9월 30일에 발행한다. 겨울호는 10월 20
일에 마감하여 11월 30일에 발행하여 출판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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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판정은 “게재 가” 판정 시(80점 이상) 심사총평과 “게재 불가” 판정 시(80점 이하)
게재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심사규정은 별도규정에 의하되 1. 구성의 완성도(25점), 2. 주제연구의 심도(25점), 3. 학
문적 독창성(25점), 4. 학문의 기여도(25점), 5. 논문등재지인용지수 5개. =총점(총100점 만
점, 80점미만은 게재불가), 총평으로 한다.
(7) 본 학회지의 모든 원고 투고와 심사는 홈페이지 심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8)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타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2)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8인 내외로 하며, 심사위원은 논문 한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3)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에 게재 한다.
4)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논문 게재 율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의한 70% 미만으로 한다.
5) 논문 게재료는 출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괄 30만원으로 한다. 단 학술재단이나 소속기관
에 의해서 해당년도에 학술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50만원으로 하며, 반드시 회원이여야
하되 년 회비 2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단 신입회원은 당해년도 가능). 단 시간강사에 한하
여 게재비를 20만원으로 한다. 시간 강사는 논문제출시 표기하여야 한다.
6) 심사시스템 보완으로 일정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실천신학회에 소속된 회원의 연구 결과를 종합 편집한
신학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서, 회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며,
각 회원의 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신천신학계의 학문적 수위를 국제적 수준
으로 고양하고,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국내외 교수급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방법
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의논하여 정하되 편집위원장은 이
사회에서 정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 편집위원회에서는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지「신학과 실천」편집을 의논하고 결정
한다. 그리고 학술대회의 발표논문과 회원의 논문기고자를 위촉하고, 논문심사위원 선
정 및 우수논문을 심사 포상하며 한국실천신학회의 모든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조 (학술지 명칭) 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신학과 실천 이라 칭한다.
제 7 조 (발행)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8 조 (투고)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9 조 (심사)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10 조(연구윤리규정) 본 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로 둔다.
제 11 조 (부칙)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개정 2015
년 2월 14일 회칙통과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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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발행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학술지를 발행한다.
제 2 조 (범위와 심사)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둔다.
제 3 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의 구성은 임원을 포함하여 회원중에서 전공을 고려한 8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 4 조 (선출)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의논하
여 정하되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출판) 출판시기와 횟수는 봄(2.28), 여름(5.30), 외국어(7.30) 가을(9.30), 겨울(11.30), 년
5회로 한다. 단 외국어판은 편집위원회에 결의에 따른다. 출판된 모든 논문에는 온라
인개별코드(DOI)를 부여한다.
제 6 조 (게재율) 본 학회지 신학과 실천의 논문 게재율은 학술 진흥재단 규정에 의한 70% 미
만으로 한다.
제 7 조 (권한) 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신학과 실천 에 게재하고 게재 발
행한 논문의 모든 권한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제 8 조 (고문)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고 후원하는 약간 명의 편집고문을 두되 전직
회장으로 한다.
투고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투고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투고자격) 한국실천신학회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본회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
다. 신입회원은 2년 년회비를 납입해야하며, 단 연1회 이상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 2 조 (투고규정) 본회는 아래와 같은 투고 규정을 둔다.
1. 모든 논문은 한글 혹은 외국어이든 다른 학술지 및 학위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논문은 각주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논문 작성법에 준하여 작성 하여야 하고 참고 문
헌 목록은 결론 다음에 가나다순과 ABC순으로 정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글초록과 주
제어는 5개 내외로 서론 앞부분에 작성하여야 하고, 영문 또는 독문 초록(Abstract, A4 용
지 1매 또는 500자 이내)과 주제어(Key Word)는 5개 내외로 참고문헌 뒤에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기 100매 내외로, 국문판과 외국어판은 A4 용지 13매-15매로
하되 초과시 1매당 초과 게재료 2만원으로 한다. 단 연구지원 논문은 예외로하며 25매를
초과할 수 없다.
3.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 할 수 도 있다.
4. 내용 구분은 편집 편의상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예: I, II, 1, 2, 1), 2)와 영문자(예: A,
B, a, b)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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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게재료는 출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괄 30만원으로 하며, 단 강사는 20만원으로 한
다. 학술재단이나 소속기관에 의해서 해당년도에 학술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50만원으로
하며, 반드시 회원이여야 하되 년 회비 2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단 신입회원은 당해년도
가능). 또한 심사시스템 보완으로 일정 심사비를 지급한다.
6.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논찬 2-3인을 거쳐 논찬을 첨부해야 한다.
7. 모든 논문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입
력 파일을 제출한다.
8. 논문원고 제출마감은 출판 1개월 전으로 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9. 자유응모 논문인 경우 신청자의 입력 파일을 편집위원장이 수합하여 위원에게 On-Line으
로 제출하여 심사판정을 받아야 한다.
10. 자유응모 논문은 해당 호의 응모 편수가 많을 경우 응모 순에 따라 차호에 게재할 수 있다.
11. 회원의 연간 게재 논문의 수는 4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2. 한국실천신학회에 투고하는 자는 한국실천신학회의 신학과 실천 에 게재된 관련 논문을
5편 이상 인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출판된 후 표절 논문으로 판명되면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
에 준하여 3년간 본 학회지의 게재를 제한한다.
<표1> 한국어 학술지

1. 각주작성 방식
한국어로 출간되는 학술지의 경우 각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한다. 모든 논문
제목은 쌍따옴표로, 잡지나 정기간행물 이름은 외꺽쇠괄호「 」로 하고, 국문도서는
쌍꺽쇠괄호 『 』 묶어 표기한다. 단, 외국어 도서제목과 잡지제목은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같은 논문이나 책을 바로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 : Ibid., 210.
-동일저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각주 한 개 이상 건너 뛰어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 op.
cit., 또는 제목 표제어(1988), 224.
1) 논문 인용의 경우
이경숙, “한국 여성신학의 발자취와 미래: 주제별 고찰과 내일의 과제,”「한국기독교신학
논총」50(2007), 175-214.
Joel Marcus, “Entering into the Kingly Power of God,” JBL 107(1988/4), 663-675.
2) 저서 인용의 경우
서중석, 『복음서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234-237.
Daniel J. Harrington, The Gospel ofMatthew,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91), 80.
3) 편역서 인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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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틸리히/ 송기득 옮김,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서광사, 1998), 34.
U. Luz, Matthew, vol. 1, tr. by James E. Crou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55.
Darrell L. Guder, ed. Mission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46.
4) 학위논문 인용의 경우
이영주,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
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0-40.
Jung Sik Cha, “Confronting Death: The Story of Gethsemane in Mark 14:32-42 and Its Historical Legacy,” (Ph.D. diss.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6), 55-57.
2. 참고문헌 작성법
1) 참고문헌 목록 작성은 국문 자료를 먼저 앞에 배치하고 그 뒤에 외국어 자료를 배치
한다.
2) 국문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영문 및 외국 자료의 경우는 알파벳순으로 각주 및
주제에 참고된 자료만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3) 외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가족명(family name/last name)을 앞에 쓰고 본
이름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로 구분한다.
4) 각주 표기와 달리 이름 뒤에와 논문/책 제목 뒤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로 마감 해
준다. 책의 경우는 제목 뒤의 출판사 이름 등을 묶은 괄호를 풀어준다.
5) 동 필자/저자에 의해 씌어진 논문/저서가 복수일 경우 일곱 개의 아래 하이픈
(_______)을 연속으로 그어 동명 인물임을 밝히되 최근에 씌어진 것부터 먼저 배치하
고 그 아래 출간 연대순으로 나중에 씌어진 것을 배치한다.
서중석. 『복음서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바울서신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이경숙. “한국 여성신학의 발자취와 미래: 주제별 고찰과 내일의 과제.”「한국기독교신학
논총」50(2007), 175-214.
틸리히, 폴/ 송기득 옮김.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서광사, 1998.
Guder, Darrell L. ed. Mission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Harrington, Daniel J. The Gospel of Matthew. Collegevil e, MN: The Liturgical Press, 1991.
Marcus, Joel. “Entering into the Kingly Power of God.” JBL 107 (1988/4), 663-675.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심사위원) 본 학술지의 심사위원은 한편당 전공 2인, 비전공 1인으로 심사위원 3인으
로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겸할 수 없으나 연구재단 규정에 의한 %에 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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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선출)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과 신임회장이 정하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본 연구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한다.
제 4 조 본 연구지의 내용은 실천신학 및 교회의 교역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제 5 조 본 연구지의 내용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제 6 조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타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제 7 조 (심사 기준) 본 학술지의 원고심사 기준은 종합평가와 총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다.
1. 종합평가는 구성의 완성도(20점), 주제연구의 심도(20점), 학문적 독창성(20점), 학문
의 기여도(20점), 논문등재인용지수(20)를 심사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80점이상 게
재가, 79점미만은 게재불가, 최종 편집위원장이 판정한다.
2. 총평
제 8 조 (심사 판정) 심사 판정은 “게재가” 판정 시(80점이상) 심사총평과 “게재불가” 판정시(79
점미만) 심사위원 3인중 2인 게재가는 합격으로 하되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장이 판정
한다. 단 이단종단에 소속된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가부를 판정한다.
제 9 조 (발행) 본 학술지는 매년 1월까지 원고를 마감하여 2월 28일에 봄호를 발행하고, 4월
마감하여 5월 30일에 여름호, 외국어 논문은 6월 마감하여 7월 30일에 발행한다. 가
을호 8월에 마감하여 9월 30일에 발행하고, 겨울호는 10월에 마감하여 11월 30일에 발
행하여 출판 보급한다.

제 1 조 (명 칭) 본 규정의 명칭은 한국실천신학회 연구윤리관련규정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회의 학술지 신학과 실천 및 정기학술세미나 그리고
학술연구지원비 가 발생하였을 시에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창의성을 확보하여 신학
전문학술지로 육성하고, 회원의 연구발표의 장을 열어 주어 상호공유하고 그 연구업적
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제 3 조 (연구윤리강령) 연구윤리 강령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1) 심사자는 그 심사기준을 구성의 완성도, 주제연구 심도, 학문적 독창성, 학문의 기여도, 논
문등재인용지수, 종합평가, 총평을 하여 게재가 , 게재불가 를 편집위원장이 판정한다.
2) 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이 타 학회지에 게재되거나 발표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3) 반드시 심사자는 주제어 한글과 영문을 온라인에 입력하여 항목을 찾아 확인대조하고 이
상이 있을 시에는 자료조사를 요구한 다음 가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4) 연구 투고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3년간 투고와 게재를 중단한다.
2. 정기학술세미나
1) 본 학회의 정기학술세미나에 발표자 및 좌장, 논찬자는 임원과 학술발표 위원장이 순서대
로 각 분야별로 공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본 학술세미나 발표된 논문은 타 학회 학술세미나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3) 학술세미나에 발표논문이 통과된 논문은 반드시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 에 게재해야 하
고, 보충을 요하거나 교정을 요할 시에는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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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표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3년간 발표와 게재를 중단한다.
3. 학술연구 지원비
1) 본 학회에서 연구과제 확정 및 체결에 의하여 연구지원비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지원금
관리사용 윤리규정이라 칭한다.
2) 지원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때
3)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 받았을 때
5)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치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할 때
6) 추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의 사실이 밝혀졌을 때
7) 기타 과제 책임자가 과제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때
8) 실적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확립추진위
원회 에서 최종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한다.
(1) 학회활동 및 회원정지
(2) 향후 3년간 논문 게재불가 및 학술연구비 신청중단
(3) 기타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4 조 (위원회구성)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 의 구성은 심사위원을 포함한 임원 및 전
회장단으로서 10인 이내로 신임임원회에서 위촉하고 정기적 모임을 가져야 한다.
제 5 조 (연구윤리교육) 본 규정 및 연구윤리교육은 그 공지 및 각성을 위하여 매 정기학술세
미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이 실시할 수 있고, 연구윤리를 발표 할 수도 있다.
제 6 조 (개 정) 본 규정은 연구확립추진위원회의 3분 2이상 동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7 조 (시 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개정(2007.10.19)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보완은 총회에서 보완(2014.2.8)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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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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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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웅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심사분과위원장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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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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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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