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ER STORY

쉼이 있는 교육, 
덴마크를 배우다
한스 요르겐 한센  Hans Joergen Hansen

안나마리 한센  Anna-Marie Hansen

12
DECEMBER · 2016 

ISSN 2234-3865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매거진

종교개혁의 유산과 과제

SPECIAL COLUMN

종교개혁과 학문의 발전

종교개혁과 신학

종교개혁과 법





T. 333-5161 http://www.hsbooks.com

� “자신의�삶을�날마다�하나님�앞에서

헤아리고�되돌아보자는�것,�여기서�일보라는�말은

우리의�영적인�삶과�연관되고�있음을�터득할�수�있다.”

-이만열,�간행사에서

�

� “이�‘일보’를�통해�김교신의�신앙에�공감하는�이들이�많아져,

그가�꿈꾸었던�‘조선(한국)을�성서�위에’�세우는�데

보탬이�되기를�소망한다.”

-김철웅,�발문에서

조선을 사랑하고, 한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사랑했던 민중의 교사 김교신!
‘날마다(日) 한 걸음씩(步)’ 나아가며 삶에 충실하려 한 그의 참모습을 들여다본다.

김교신 지음 | 김교신선생기념사업회 엮음 | 300면 | 16,000원

국내 최초 해역・출간되는 김교신의 육필일기







대표주간

종교개혁의 유산과 과제

종교개혁과 학문의 발전 

현대 과학이 종교개혁으로 가능했다는 주장은 상

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호이카스(R. Hooykaas)의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는 매우 설득력 있게, 그리고 상세

하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고 야스퍼스(K. Jaspers) 같

은 철학자도 같은 주장을 했다. 기독교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역사학자 화이트(W. White Jr.)가 오늘

날 심각해진 환경오염에 대해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환경오염이 현대 

과학기술 때문이란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화이트는 바로 기독교가 자연과학과 과학기술 발전

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호이카스가 상세히 보여 주듯 종교개혁을 통하여 중

세까지 지배했던 유기적 세계관이 현대의 기계적 세

계관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현대 자연과학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창세기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16

세기까지 모든 고대 문화에서 일반적이었던 유기적 

세계관(Organismic World View)에 매여 있었다. 자

연을 포함한 우주는 짐승이나 사람의 몸처럼 모든 부

분이 모든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살아 있는 유

기체이며 따라서 그런 우주를 그 자체로 신성한 것으

로 취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한 부분을 전체

로부터 분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건드리고 훼

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의과대

학에서 해부학 실험을 못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시신

을 신성시했기 때문이었다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산에 굴을 뚫거나 강에 다리를 놓는 것을 주저한 것, 

집을 짓거나 분묘를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헤칠 때는 

반드시 평토제(平土祭)를 지낸 것도 바로 그런 유기

적 자연관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자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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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

과하므로 얼마든지 연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므로 기계

적 세계관(Mechanistic World View)이 유기적 세계

관을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연과학 외 다른 학문분야들이 종교개혁 때

문에 크게 발전했다는 관점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

다. 종교개혁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먼저 시작된 문예

부흥에 더 큰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종교개

혁조차도 문예부흥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중세교회의 사상적 지배에 항거했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유사성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서양의 지식인들 대부분은 기독교 신자들이었고 그

들의 신앙은 세속화된 오늘과는 달리 삶과 생각에 상

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당시의 교회와 그 신

학의 권위에 감히 도전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 지동

설과 관계된 갈릴레오 재판이나 학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교황청의 “금서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 같은 것은 학문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

음이 분명하다. 그 금서목록에는 스피노자, 칸트, 베

이컨, 로크, 데카르트, 케플러, 파스칼뿐 아니라 심지

어 사르트르의 작품도 들어 있었다.  

그런데 칼뱅과 루터가 천주교의 오류를 이론적으로 

파헤친 것은 교권에 억눌려 있던 학자들에게 상당한 

용기와 자유를 허용했을 것이다. 루터와 칼뱅은 단순

히 훌륭한 설교자나 선동가 정도가 아니었다. 당대 천

주교의 어느 신학자 못지않게 상당한 학문적 훈련과 

성취를 배경으로 한 학자들이었다. 루터가 95개 조

항을 제목으로 공개토론을 제안했을 때 천주교 신학

자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 것을 보면 루터의 지

적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루터의 설교와 소책자들, 

칼뱅의 설교 및 『기독교 강요』는 당시 기독교 지성인

들에게 상당한 이론적 설득력과 사상적 해방감을 주

었을 것이다. 교회와 신학의 힘이 막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배적인 신학을 이론적으로 비판하지 못했

더라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종교개

혁이 가져온 자유는 잘못된 교권으로부터의 해방이

었으며 동시에 잘못된 지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었다. 그런 해방의 연장선에서 계몽주의가 일어났다

는 것은 역설적이기도 하다. 철학자 칸트는 계몽주

의 (啓蒙主義, Aufkla
..
rung)를 “감히 알아라!”(Sapere 

aude)란 표어로 특징지웠는데, 학문에서는 어떤 절

대적 권위도, 어떤 금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

다. 보기에 따라서는 종교개혁의 연장이며 지나친 확

대라 할 수도 있다.

또 하나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이었다. 중세에는 필로(Philo of Alexan-

dria)가 제시한 “철학은 신학의 시녀”(philosphia an-

cilla theologiae)란 관점이 수용되었다. 당시에 철학

은 오늘의 모든 인문, 사회과학을 합친 것의 대명사였

으므로 신학을 제외한 모든 다른 학문은 세속적이고 

신학보다 한 차원 낮은 위치에서 신학을 위해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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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리는 성령의 역사”란 칼빈의 말은 

신학 이외의 다른 학문도 

신학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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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

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

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

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

기고 있다.

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취급된 것이다. 그러나 루터

의 만인 제사장 이론이나 칼뱅의 “모든 진리는 성령

의 역사”란 주장은 신학 이외의 다른 학문도 신학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직접적으

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입장을 가능하

게 했다. 루터교인이었던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J. 

Kepler)가 그의 지도교수 매스틀린(M. Maestlin)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신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리고 오랫동안 그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천문학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는지 보십시오.” 하고 썼다. 지금과 달

리 그때는 종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케플러의 그런 생각은 혁명적이었다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

문연구를 시도하는 것도 종교개혁의 유산임을 인식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학문의 발전이 모두 긍정적이었고 성경적 입장

에서 모두 찬동할 만한 것은 아니다. 종교개혁의 도

움으로 발전된 학문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배신한 경

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뒤에 일어난 계몽주의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이었고 반기독교적이었으며 현대 

무신론의 못자리가 되었다. 거기에는 물론 종교개혁

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일어난 현대 자연 과학이 결정

적인 역할을 했다. 마치 부모의 보살핌으로 자란 자

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부모

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심지어는 부모를 존경하

고 따르는 소수를 조롱하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오만해진 현대 학문이 영원히 그런 

위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쿤

(Thomas Kuhn)이 제시한 것처럼 학문의 패러다임

은 이제까지도 혁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 그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뉴턴의 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

회과학 이론들이 누리는 수명은 자연과학의 경우보

다 훨씬 더 짧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리스도인 지성인

들은 지금의 상황이 전부이며 항상 그러리라고 착각

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 종교개혁이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중세의 지적문

화에 비판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의 그리

스도인 지식인들도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

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정신문화와 수많은 학문

적 이론들에 항상 비판적인 거리를 두면서 상대화할 

여유를 누려야 할 것이다. 그 휘황찬란한 불빛에 기죽

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학문은 궁극적

으로 하나의 유희(game)에 불과하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 이 세상이 자랑하는 능력

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계기와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제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대표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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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병식 (이하 마)  먼저 가정과 신앙 배경, 하시는 일에 대

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나마리 한센 (이하 Anna)  저는 교사양성대학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스 오르겐 한센 (이하 Hans)  저는 덴마크 기독교

자유학교 협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덴마

크에는 35개의 기독교자유학교가 있습니다. 최초의 

자유학교는 아주 오래전 시작되었고, 나머지 대부분

은 1970년대에 생겼습니다. 기독교자유학교는 공립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

응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약 10년간 20여 개의 

기독교자유학교가 생겼어요. 기독교자유학교협회

(FKF)는 1971년에 생겼고, 2008년부터 어느덧 8년

째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   한국에 오신 동기를 여쭤 봐도 될까요. 물론 초청

을 받으셨습니다만(웃음).

한스 요르겐 한센 Hans Joergen Hansen & 안나마리 한센 Anna-Marie Hansen

덴마크의 교육이 소위 ‘뜨고 있다.’ 과도한 학습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쉼과 학습의 균형을 찾

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덴마크의 ‘쉼이 있는 교육’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다. 샬롬대안교육센터에서는 2016년 기독교대안교육 주체로 국제심포지엄 “기독교 대안교

육의 성찰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덴마크 기독교자유학교협회(FKF) 사무총장인 한스 요

르겐 한센(Hans Joergen Hansen)을 초청하였다. 한국의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자유학교 

사무총장인 한센과 그의 아내이자 공립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사범대학 교수 안나마리 한센

(Anna-Marie Hansen)의 인터뷰로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펴보았다. 

인터뷰어 마병식(사단법인 샬롬대안교육센터 총무)   번역 김수홍



Hans   한국 샬롬대안교육센터의 마병식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두 차례 덴마크에 오셔서 기독교자

유학교와 협회를 방문했습니다. 2014년에는 기독교

자유학교의 컨퍼런스에도 참여하셨고요. 수차례 마

병식 선생님이 제가 한국에 방문하여 덴마크에서 이

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연맹은 어떻게 기독교 

대안학교를 잘 지원할 수 있을지, 공립학교 및 정부

와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방법, 더불

어 기독교교육에 있어 가정, 학교, 교회가 어떻게 협

력할지 등 서로의 통찰과 경험, 의견을 나누고자 방

문했습니다.  

마   지난 2016년 10월, 기독교대안교육 국제심포지엄

에서 발표하신 논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Hans   먼저 덴마크의 자유학교 및 기독교자유학교

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학교들에 대한 제언

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덴마크 자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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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 역사를 짧게나마 이해해야 합니다. 

덴마크는 천 년 이상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50

여 년 전인 1849년 덴마크 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되었

고 3년 후인 1852년에는 덴마크 첫 자유학교가 설립

되었습니다. 1855년에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시행되었는데, 그룬트

비(Grundtvig)와 콜드(Kold)는 이런 법안이 가능하게 

애쓴 그리스도인이었지요. 그들은 어떤 학교가 성경

이나 루터의 저작에 기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경우 

부모가 자녀들이 수업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

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학부모들은 자녀

를 위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왕과 싸우면서 감

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았지만, 결국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특정한 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학부모들은 자

녀를 스스로 가르칠 수도 있고, 기독교학교에 보낼 수

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무재학이 아닌 의무교육으로, 부모들은 자

녀들을 교육시킬 의무는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교육

시킬지에 대한 자유를 가집니다. 오늘날 덴마크에는 

그룬트비-콜드 자유학교, 학문을 강조하는 사립 자유

학교, 기독교자유학교, 이슬람 자유학교, 천주교 자유

학교, 루돌프 슈타이너에게 영향 받은 학교, 소수의 

독일어 사용자를 위한 학교 등 다양한 자유학교가 있

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덴마크의 자유학교가 겪는 어려

움, 예를 들면 어떻게 기독교학교의 모습을 지킬 것

인지, 교사는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재정 등 실질적

인 어려움에 대해 나누고 한국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학교들에게 제안

한 것은 경쟁을 넘어서는 교육문화를 만들라는 것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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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의무재학이 아닌의무교육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켜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지만,

어디서 어떻게 교육시킬지에 대한 

자유를 가집니다.



마  한국과 덴마크의 교육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

십니까?

Hans   짧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몇 가

지 차이점은, 덴마크에서 대안학교와 공립학교가 평

등하다는 것입니다. 발전 정도나 교육의 질도 유사하

고, 덴마크 내 다른 종류의 동등한 교육기관으로 인

식되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공립학교는 

1,300여 개, 자유학교는 540개 정도로, 전체 재학생 

대비 자유학교는 15%, 공립학교는 85%정도 입니다. 

10년의 의무교육 기간은 모두 무료입니다. 정부로부

터 인가를 받은 자유학교는 운영금의 73%를 정부보

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하죠. 제가 본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공립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 있더라고요. 너무 경쟁

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그것이 학생들에게 좋

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덴마크는 오전 8시에 학교가 시작되고 오후 3시에 마

칩니다. 그 후에는 운동 및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요. 한국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

기에 한국 학생들이 덴마크 학생들보다 월등히 똑똑

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요(웃음). 그렇게 오랜 시간 

경쟁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

다. 만약 부모가 좋은 대학, 좋은 교육을 강조하면서 

공부를 강요한다면, 자녀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이 성적을 비

관해 자살을 한다는 슬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독

교대안학교에서는 이런 한국의 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na   뇌와 학습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뇌는 

휴식과 잠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을 휴식 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학

생들은 충분히 쉬고 잠을 자야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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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휴식과 잠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휴식없이 공부하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마   안타깝게도 한국 교육의 목적은 시험이지요. 그러

다 보니 경쟁적인 교육문화도, 학생들의 자살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가 진정한 대안이 되어

야 한다.’ 많은 도전이 됩니다.

덴마크 정부에서는 자유학교, 애프터스쿨(After 

School, 한국의 방과후학교와는 다른 졸업 후 1~2년

간 다니는 예체능학교) 등과 같은 많은 대안교육을 

공립학교와 같이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안학교

도 정부에서 인가를 해주고요. 한국에서 덴마크는 대

안교육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대안교육이 가

능한 가운데 왜 특별히 기독교자유학교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덴마크와 한국의 교실에

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

는지요?

Anna   한국에서 몇 개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대부

분은 덴마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

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것 같았어요. 제가 본 가장 큰 

차이는 교육과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가 제한적인 반면, 덴마크는 교과서나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한국 학교 수업을 

충분히 참관하지 못해서 교실의 차이에 대해서는 말

하기가 어렵네요.

Hans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계속 들었던 것은 

한국에서는 공부의 목적이 삶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사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의 의견

이 수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Anna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덴마크에서는 교실

에서 많은 대화를 해요. 한국에서는 교실에서의 대화

가 적더라고요.

Hans   덴마크 교실에서는 누구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Anna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꾸

준히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새로운 관점들을 배우

는 경우가 많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가르칩니다. 충분히 보진 못했지만 교사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한국에서는 교수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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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덴마크 자유학교의 학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훌륭한 시민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교

육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립학교는 

그런 기독교 교육이 약하고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

도 있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기독교학

교에서 신앙인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냅니

다. 기독교학교에서는 같은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

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기독교자유학

교가 점점 커지면서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

도 입학하여 설교도 듣고 기독교적 교육도 받고 있고, 

몇몇은 교회에 정착하기도 합니다.

마   한국 사회는 덴마크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문

화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라는 부

제로 덴마크의 사회와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한국

이 바라본 덴마크는 행복한 사회이고, 무엇이 그토록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덴마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신은 무엇이며 그것이 

사회 속에 어떤 역할과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나요? 

Anna   행복은 중요한 이슈이고, 덴마크 사람들은 행

복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렇다고 저희가 항상 행복

한 것은 아니에요(웃음). 그래도 다른 사회와 비교하

면 행복하다고 느껴져요. 제 생각엔, ‘신뢰(Trust)’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를, 정부를, 기업가들을 

신뢰하는 문화적 풍토가 있어요. 어떤 협상을 할 때

에도 상대방이 말한 것을 지킬 것을 신뢰해요. 또 다

른 중요한 단어는 ‘평등(Equality)’입니다. 모든 사람

은 똑같이 중요하고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 사

회는 계층이 많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

람은 더 교육받았고 더 부유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존재라고 보지

는 않아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마크인들이 스스로 행복하

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

로 선택(Choose)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교육을 받을

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

요.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만족도에서 중

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직종이냐가 아니라 영향력

이에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

이 있다는 거죠.  

Hans   덴마크는 1000년 이상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 생각하십니까? 더불

어 우리 기독교교육이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 감당해

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기독교학교에 제언을 

해 주신다면요?

Hans   지난 주 한국의 한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기

독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전이 되는 주제

인 동성애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부모는 이 주제를 꺼

내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이런 주제를 공론화해서 이

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이런 

주제, 즉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학생들

에게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덴마크 사회에서 성은 

큰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어요.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지요.  

Anna   학생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고 피하게

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게 해야 합니다. 학

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사물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고, 누구나 자기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

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물론 그 선택의 중요성도 알

아야 하고요.  

Hans   기독교학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독교학

교의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

로 그들이 구별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기독교인으

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지, 기독

교인들끼리만 모인 곳에 살도록 교육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삶, 사람, 인간관계, 그 외 모든 것을 성

경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학교가 당면한 힘든 과제이자, 

꼭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

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가르쳐야 할 부분입니다.

루터파 교회가 정부의 공식 교회인데요, 기독교의 가

치 중 일부분이 사회의 기본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

람들이 일상에서 그것을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무의

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

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는 기독교적 가치관

이 덴마크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na   제가 본 덴마크와 한국 문화의 차이가 이런 것

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매우 공손하

고 상급자나 노인,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공경하

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덴마크는 별로 공손하지 않

고 다른 사람을 덜 공경해요. 예의를 갖추기보다는 편

하게 하려 하지요. 

Hans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약 교사와 식사를 하는

데 교장이 보이면 존경의 표시를 해요. 정부 인사를 만

났을 때도요. 아주 보기 좋고 공손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동등한 입장에

서 대화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제 

저녁 한국의 한 기관 단체장과 식사를 하며 한국과 덴

마크의 교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는 초청받아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보통의 다른 사

람들은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마   한국의 상황을 잘 파악하셨네요. (웃음)

Hans   교육과 관련해서 ‘한국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

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인데, 정답이 아닐까 봐 두려워서 그

런다고 하더라고요. 덴마크에서는 학생들이 언제나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물론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수업 상황에 아

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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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 기독교학교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가르침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na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을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

렵네요. 가르침은 복잡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요. 어떤 교실에서는 좋은 관

계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교실은 이미 관계가 잘 성

립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을 찾는 것이, 또 다른 교

실은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지요. 교실마다 다릅니다. 그럼에

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아마도 좋은 

교사이겠지요. 왜냐하면 좋은 교사는 다양한 교실상

황에 가장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을테니까요.  

Hans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주제에 대한 기

독교적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모

든 주제를 가르칠 때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각 주제를 성경적

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을 갖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마   그래서 이 잡지의 이름이 바로 ‘월드뷰, 세계관’입

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월드뷰>가 종교개혁 500주

년을 맞이하여 매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

치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메시지

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메시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Hans   지난 11월, 우리는 루터가 반박문을 걸었던 비

텐베르그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것은, 독일

어로 번역된 성경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했고, 멜란

히톤이 학교를 열어 사람들을 교육했다는 겁니다. 종

교개혁으로 학교의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루터

가 주창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고요.  

Anna   그런데 비텐베르그의 컨퍼런스에 갔을 때, 28

개국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몇 

국가는 루터의 주창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

다. 그들은 그냥 루터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축하하러 온 것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념

해야 하는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ORL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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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샬롬대안교육센터는 공동체와 관계중심의 교육, 사

랑과 회복의 교육 운동을 통해 샬롬 공동체를 위한 교육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대안교육을 위한 연구와 자료 지원, 대안교육현

장의 교사와 학부모 연수, 교육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캠페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컨설팅, 국내외 교육현장 교류 협력 네트워크 

등의 목적사업을 위해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고 동역

하는 기독교대안교육의 지원센터입니다.

- 홈페이지 : www.caeak.com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58-3

- 재정후원 및 기금 : 농협은행 301-0201-2986-11

                                예금주)샬롬대안교육센터

- 문의 : 070-8235-0520

- e-mail : hacstory@hanmail.net



2009년, 

두 단체가 통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름 지었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길지만 단체의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통합한 지 벌써 7년이 지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어느덧 서른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의 무게를 잘 견디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어느덧, 7년

CONTENTS

그땐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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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을 임명하였고, 

호방한 성격의 또 다른 이는 절대권자의 신임을 받아 상당한 위치에서 문란한 여성 편력과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뒤를 이어 당대의 절대권자가 되었으며, 

훗날 음모를 꾸미는 데 탁월하며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부와 명예를 위해 골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죠.

끊임없이 권력투쟁을 일삼고 다른 나라와의 분쟁을 조장하는 등 온갖 권모술수를 행하였다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매관매수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발발하기 전 시대 상황입니다. 

불공정함에 분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권력과 기회를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지금도 “Semper Reformanda!”(항상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일상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일이 성직이고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집단의 비도덕성과 이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은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야지

결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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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과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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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을 개혁자 루터(1483-1564)의 개혁 사역과 

연관된 역사적 용어라고 본다면 종교개혁과 신학의 

주제는 ‘죄’와 ‘사죄’라고 할 수 있다. “신학의 고유한 

주제는 죄 가운데서 정죄 받은 인간이요, 죄인을 의

롭다 하시는 구주 하나님이시다. 이 주제 바깥에서 

질문하고 논의하는 것은 큰 과오요 독약이다.”(루터)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와 의롭

다 함을 받는 자리는 예배다.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

가 있다. 그렇게 볼 때 종교개혁은 교회, 예배, 신학

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2016년 한국교회와 예배

의 상황에서 이 주제들을 살피고 씨름하려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이다.

1. 종교개혁인가 개혁인가?

교회나 제도에 대해 개혁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

유해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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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것은 중세 중엽부터였다. 그전에 개혁이라는 말

은 거의 개인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즉 기독자의 개

혁이었다. 개혁되지 않은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는 거꾸로 개혁을 거부하는 인간을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혁은 죄인의 개혁을 말하는데, 

이때 개혁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죄하시는 삼위 하나

님이시다.

그렇다면 ‘종교개혁(Reformation)’이라는 우리말의 

번역이 적절한가?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종교’를 제도나 교직이 아니

라 ‘믿음’에 기초한 삶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맞는 

번역이며, 그런 의미의 종교개혁은 제한적 의미에서 

신학이 다룰 영역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종교개혁은 위에서 말한 믿음에 기초한 삶을 포함

한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냥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자의 의미로 종교개혁

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내걸었

던 95개 조항에서 수도사 루터는 일곱 성례의 하나

인 고해성사를 비판하면서 거기서 비롯된 연옥 사상

과 돈으로 면벌부를 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비판

하였다. 이때 루터가 외쳤던 개혁은 예배개혁이었으

며, 중세의 근간이었던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말씀에 기초하여 그

리스도의 사역만을 인정하고 인간의 죄와 부패와 무

력(無力)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인간

의 전통을 비판한 개혁이었다. 죄 고백과 사죄 받음

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

혁이었다.

2. 루터의 신학 이해

루터가 중세를 종결시킨 것은 신학의 재발견에서 비

롯되었다. 루터는 1545년 비텐베르크에서 출판한 전

집의 서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1518-19년에 두 번째

로 시편을 강의하였는데, 그의 서술은 이 시절에 대

한 회고이다. 그는 1513-18년까지 시편(1513-15), 

로마서(1515-16), 갈라디아서(1516-17)와 히브리

서(1517-18)를 강의하였다. 이미 첫 번째 시편 강

의에서부터 루터는 시편을 그리스도의 노래로 이

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편 22편의 “나의 하나님

이여 나의 하나님이여”에서 루터는 자신보다 그리

스도께서 먼저 인간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고난

(Anfechtung)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루터

의 고백에 의하면 두 번째 시편 강의(1518-1519)를 

통하여 그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는 이미 시편 첫 강해에서 시편 71:2절을 “주의 의

라는 말은 주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인데, 이

로써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라고 주석한다. 중세교회

는 인간의 보속(補贖) 행위에 기초한 사죄를 말하였

으나 루터는 약속을 토대로 한 사죄를 말한다. “하나

님은 자기의 명령이 요구하는 바를 친히 베푸시고, 명

령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

속이다. 곧 계명과 계명의 성취가 다 오직 하나님으로

부터 말미암는다.”

루터는 1518년 하이델베르크 토론에서 자유 의지

의 사망을 선언하면서 ‘십자가의 신학’(Theologia 

crucis)을 제창한다. “자기 속에 있는 바를 행함으로 

은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죄에 죄를 

더하고 이중으로 죄과를 지고 만다.” 행함으로 은혜

에 이른다고 보는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추상적이고 귀납적으로 도출

한다. 그러나 루터는 “이루어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

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인지하며 볼 수 있다고 말

하는 자는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고난

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는 (후적) 속성들

을 보면서 인지하는 자가 신학자이다.”고 한다.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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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속성들이란 신성, 지혜, 덕, 의, 선 등과 같은 

속성들이다. 영광의 신학자는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

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나 하나님이 모

든 만물에 임재하심에서 하나님을 말한다. 이와는 대

조적으로 루터는 정적 추상 작업이 아니라 살아 있

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하는 계시

적인 지식을 말한다. 행위에 의한 의라는 도덕주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합리주의, 관상

(contemplatio)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질성을 추구

하려는 신비주의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제하

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려는 욕망에서 나

왔다. 그러나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

여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라고 외친다. “십자가

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참 신학과 신지식이 있다!” 

하나님의 보이는 속성들은 하나님의 인성, 즉 연약과 

미련함이다(고전 1:25).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계시

하지 않고, 십자가의 수욕과 치욕을 통하여 계시하신

다. 십자가 없이 영광과 위엄을 지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허사요,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다. 이와 같이 그

는 중세의 영광의 신학을 철저하게 거부하였다.

1532/38년에 행한 시편 51편 강해는 죄 이해에 기초

한 루터신학의 묘미를 보여준다. 철학자는 인간을 이

성적 동물로, 법률가는 재산의 소유주로 보며, 의사

는 인간을 건강하다거나 병약하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나 신학자는 죄인인 인간을 다룬다. 신학자는 죄

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좌절하며 지옥에서 몸부림치게 한다. 이것은 사변이 

아니라 현실이며 체험이다. 그런 중에 죄인은 지옥에 

빠진 자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 곧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은혜와 칭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죄인

은 자기편에 서신 의인, 의롭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

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성경

은 어디서나 죄와 정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신학의 관심사는 우리의 몸의 건강이나 안녕이 아니

라 우리의 장래요 영생에 있다.

루터는 죄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성의 신

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의 표상인 그

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것이 참 하나

님과 참 예배에서 말하는 참 신학이다. 우리는 죄로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율법과 복음

으로 죄가 계시되면, 인간 편에서는 죄를 알고 고백

하거나 덮어버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고백하

라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루터 자신은 

신학박사가 되어서도 수년 동안 이 진리를 알지 못했

다고 고백한다. 

3. 교회와 예배와 신학

개혁자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homo c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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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죄인일 뿐.

Deo)’을 깨달았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입고 서면 의인이다. 이것을 우

리는 예배에서 체험한다. 예배에서 은혜의 방편인 말

씀과 성례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재현하며, 예배

자는 응답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에서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죄고백과 사죄와 거듭남이 있는 예배가 사람

과 교회를 개혁한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예배개혁

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개혁과 교회개혁이다.

한국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한국

교회의 설교는 더욱 견고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이는 

설교자가 생사를 걸고 말씀을 묵상하고 담대하게 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

는 성례로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성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다시 그분

과 연합한다. 예배로 은혜 받은 예배자는 삼위 하나님

으로 충만하여지며 새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으로 파

송 받는다. 은혜로 사죄함을 받는 예배가 신학의 자리

이다. 예배자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엿새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

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 받는다.

4. 개혁과 한국교회와 신학

한국교회가 서 있는 서방 교회의 전통에서는 신학이

라는 용어가 ‘엄밀한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학

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말함’이다. 하나님을 말

하는 설교가 성경적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에 대한 반

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학

이다. 이것이 고대 교회의 선배들이 생각한 신학이고, 

개혁의 선배들인 루터와 칼빈이 사용한 의미의 신학

이다.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신학자이다.”(루터)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신학의 현장이며 

참 예배자가 신학자이다. 이런 원래적인 신학 위에 있

을 때에라야 비로소 반성적 작업인 학문으로서의 신

학도 가능하다.

개혁은 사람개혁과 교회개혁과 세상개혁을 다 포함

한다.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전인(全人)은 세상으

로 파송되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의 동역자

로 산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런 개혁은 항상 있어

야 하는데, 개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예

배에서 동역자로 세우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분

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개혁을 이루는 학문

의 사명이다. 

※본 칼럼은 지난 11월에 실시한 제 33회 기독교 학문학회 “종교개혁의 유

산과 과제”의 주제강연 중 하나로,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원문

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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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와 신학』

(2006; 공저), 『코람데오: 시편 51편을 통해서 본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2012), 『웨스터민스터고

백서, 대소교리문답 해설』(2015), 『누가 새사람인

가?』(2016)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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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태도를 바꾸든지 하라!

종교개혁과 법
– 루터의 종교개혁의 법적 유산을 중심으로 –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은 신앙이나 신학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과

정과 결과에는 중요한 법적 논의들이 존재한다. 종교

개혁이 서구법의 발전에 끼친 영향이라는 선행 연구

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필자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과

정 및 결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함의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종교개혁의 법적인 원인과 결과 : 성직자의 범죄에 대

한 법적 처벌

종교개혁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내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 사건이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

서 종교개혁 전야를 살펴보면, 성직자가 범죄를 저지

를 경우 세속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국가 권

력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만스럽게 여

김정우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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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는 상황들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직자들

은 그들의 직업이 지닌 성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세속

권력의 사법 관할권에서 면제되었다. 성직자 계급의 

가장 중요한 법적 특권 가운데 하나는 교회법에 따라 

교회 법정에서만 재판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직

자는 국가의 법이 아니라 교회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오래된 생각은 교회가 성직자

의 범죄들을 세속적인 기준과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

게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교회법은 철저하게 성

직자 우위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성직자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교회에 재판관할권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가 세속법의 처벌로부터 면제됨으로 법적 처

벌에 있어서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이

렇게 영적 권위를 세속 권위보다 우위에 두는 교회법

의 태도에 대해 루터는 ‘법적 처벌에 있어서의 평등 

사상’을 주장하였다.

로마의 교황주의자들은 세속 권위가 그들을 억누를 

때, 세속 권위는 그들을 제압할 어떤 권리도 없으며 

오히려 성직자의 권위가 세속 권위 위에 있다고 주

장해 왔다. 그들은 교황, 주교들, 사제들, 수도사들을 

영적 계층이라고 부르고 영주들, 군주들, 직공들, 농

부들을 세속적 계층이라고 불렀다. 교회법은 성직자

들의 생명와 자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심을 

두었지만, 평신도는 그들만큼 영적이거나 선한 그리

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또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처

럼 취급해 왔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근거

가 없으며, 단지 인간이 만든 교회법의 조작으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루터는 세상 정부

가 성직자를 제압할 수 없으며, 그들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교회법적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세상 정

부는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상 권

력은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보호하

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므로, 해당자가 교

황이든 주교들이든 사제들, 수도사, 수녀들, 그 밖의 

누구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교황이든 주교든 사제들이든 고려하

지 말고 벌을 받아 마땅하거나 벌을 부과할 때에는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다

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그가 벌을 면할 

수 없으며 죄가 있는 곳에서 처벌을 피할 길은 없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루터의 이러한 생각들에 동의하고 루터주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인 변화들이 뒤따랐다. 성직자들은 세속법과 관련해

서 면제와 특권들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 있어서 세속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게 

되었다. 새롭고 강력한 징계 법안들은 면책특권이란 

미명 하에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들의 평화

와 이익, 복지를 저해하는 성직자의 악행들을 금지하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그가 벌을 면할  수 없으며 

죄가 있는 곳에서 

처벌을 피할 길은 없다고

루터는 주장하였다.



였다. 성직자가 범한 범죄도 세속 법원에서 처벌을 받

게 되었고, 1524년 레겐스부르그(Regensburg)의 법

령은 어떤 성직자든 도시에 의해 유죄가 입증된 자는 

세속 법원의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는 루터의 신학 사상을 ‘법 적용 및 법적 처벌에 

있어서의 평등’ 영역에 적용한 중요한 법적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교회의 불합리한 권력에 대한 루터의 저항 :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의 힘

종교개혁은 단순히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교회의 권력과 관계된 법적 사건이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루터의 항의는 그를 법정에 서게 

했는데 이 재판에서 루터의 대응이 갖는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항변을 했다. 

“저는 성서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

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한 교황이나 공의회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인용한 성서

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

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

도 철회할 수 없고 또한 철회하기를 원하지 않습

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

전하지도,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루터에 대한 종교재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재판의 성격과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

이고, 둘째는 재판에서 루터의 항변이 갖는 근대적인 

헌법적 함의와 관련해서이다. 

루터에 대한 재판에서 교회가 사용한 방법은 교황의 

교리 결정권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에 기인한 것이었

다. 루터는 논적들의 글들을 통해 그리고 교회법에 대

한 직접적인 연구를 통해 당시 교권에 대한 교황청의 

이해가 얼마나 교회법적 전통에 얽매여 있는지 알게 

되었다. 루터에게 교회법은 왜곡된 교회 권력의 표현

이었고, 루터에 대한 재판은 결함으로 얼룩진 것이었

다. 공정한 판사에 의한 심문도 없었고, 고소한 오류

들도 성서를 근거로 그 진위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거부함으

로써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사법부를 

배격하고자 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으로 언급되

는 그의 항변은 루터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실정법

에 불복종한 사건이었다. 루터는 ‘성서에 사로잡힌 양

심’에 근거해 실정법에 불복종했다. 여기서 성서에 사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태도를 바꾸든지 하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여, 

국가와 교회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개신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회복하라!

26

SPECIAL

기독교!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태도를 바꾸든지 하라!



로잡힌 양심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세를 통하여 타율(heteronomy)은 종교의 자리에

서 최고의 자리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

에 구속되는 신율(theonomy)로 전환되었다. 신율은 

자기 자신의 가장 심오한 법이면서 동시에 인간 자신

이 거하는 신적 터전에 뿌리 내리고 있다. 신율에 따

르면, 삶의 법이 인간 자신의 법이라고 하더라도 동

시에 그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는 교권주의

적인 타율이나 세속적인 자율(autonomy)과는 구분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율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서도 명백히 타율적인 성격을 지닌 의미를 만들어 냈

다. 루터의 항변은 중세적 타율에 종말을 고하는 신

호였다고 볼 수 있고, 근대적인 의미에서 양심의 자

유의 발전에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에서 가장 먼저 규정된 세속적 자유는 양심의 자

유였고, 이것은 처음에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어 규정

되어 있었다.

3. 현대적 적용 

종교개혁과 법이라는 주제는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필자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유산

과 과제라는 관점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필요

한 통찰과 적용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성범죄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한국 교회가 적

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법

적인 유산에 무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

라고 볼 수 있다.

아돌프 폰 하르낙(Adolf von Harnack)이라는 독일의 

교회사학자는 “개신교는 개신교의 근본 원리를 기억

해야만 한다. 개신교에게 주어진 임무는 진리가 아닌 

것에는 귀를 닫는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개신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현재 한국 교

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에 적절한 

경고라고 생각된다. 

알렉산더는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군사가 겁쟁

이로 알려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네 이름을 바

꾸든지, 너의 태도를 바꾸든지 하라.” 한국 교회와 그

리스도인들은 국가와 교회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개신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회

복해야 한다.  

교계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

요하고 긴급하게 요구되는 일은 종교개혁이 남긴 법

적인 유산과 정신을 지금 이 시대에 되살려 내는 작

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 그리고 개신교의 정체

성이 무엇이었는가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

로 회복하는 일이다.

글 | 김정우

숭실대학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교회법” 이라

는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백석신학대

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종교개혁의 

신학적, 법적 유산들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적

용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강의, 목회를 병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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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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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불길

저자 마이클 리브스, 역자 박규태, 복있는사람

원제 The Unquenchable Flame

종교개혁은 단순히 성경의 권위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 루터가 간파했듯이, 죄인에게 무엇

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자다. 성경에는 무엇보다 구원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리스도와 그

가 선물로 주신 의가 바로 진정한 개혁의 핵심이었다. 종교개혁은 무엇보다 부정하는 운동, 다시 말

해 로마에게서 벗어나자는 운동이 아니었다. 종교개혁은 긍정하는 운동, 곧 복음으로 나아가자는 운

동이었다. 마이클 리브스는 이 책에서 16~17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끈 다채로운 인물과 분파들을 되

살려 그들의 생각과 행적을 펼쳐 보인다. 종교개혁 신학과 역사에 충실한 학자답게 그는 이 시기의 

주요 인물과 분파의 특징을 정확히 집어내고,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낸다. 그러면서도 종교

개혁을 단순히 역사 이야기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된 신

학적 토대를 드러낸다.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저자 마이클 호튼, 역자 김광남, 아바서원

원제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이 책은 칼뱅의 사상과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

는 삶’, ‘세상에 사는 삶’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한다. 걸출한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은 칼뱅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으로 들어가 칼뱅의 생애에 걸친 많은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칼

뱅의 사상을 종교개혁 당시 공존하던, 급진적 종교개혁을 이끈 아나뱁티스트와 그 대척점에 있는 로

마가톨릭 사상과 비교하고 대조하며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칼뱅의 사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저자 알리스터 맥그라스, 역자 박규태, 좋은씨앗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영성의 뿌리를 밝히는 책. 종교개혁의 신학적 입장에서 우리 시대의 왜

곡된 영성과 건전한 영성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다.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영성을 현대 개신

교회와 교인들의 삶 속에 다시 적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저자는 종교개혁 영성이 성경에 충실하면

서도 현실에 뛰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교회의 생명력 있는 대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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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Body

12월 25일이 생일인 사람들은 대략 4월 1일경이 임신이 시작된 날이라고 보면 된다. 출산 예정일을 계

산하는 법이 있다. 임신하기 전 마지막 생리기간의 시작일을 알면 출산예정일을 계산할 수 있다. 가령 

임신 전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5월 10일 이면 달수에서 3을 빼고 일수에 7을 더하면 예정일이 나온다. 

위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 17일이 예정일이 된다. 간단한 산수이다. 그러나 1,2,3월은 3을 뺄 수가 

글 |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

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

sity of Washington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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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달수에 9를 더해준다, 연습해보자.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2월 15일이

면 출산 예정일은?.....2월+9이고 15일+7이면, 그렇다 11월 22일이다.

따라서 12월 25일에 출산했다는 것은 위의 공식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3월 18일경이 마지막 생

리일이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로부터 약 2주후가 된다. 그러면 실

제적인 인간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4월 1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생일이 12월 25일인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게는 특별히 그 날을 기억해

야 하는 소중한 ‘그분’이 있음을 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25일인가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그 날의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의사인 나에게 다가오는 감격스러운 사실은 그가 지금 내가 입

고 있는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특별히 제작

된 눈과 심장과 콩팥과 팔 다리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찔리면 피가 나고, 뜨거우면 데이고, 

부딪히면 멍이 드는, 그런 육체를, 지금 나와 완벽히 같은,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우

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런 그분이 다 자란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포로부터 시작하여 배아기, 태아기를 거쳐 신

생아, 유소년,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다는 사실에 마치 거대한 파도

가 밀려오듯이 은혜와 감격이 밀려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마리아의 몸 속에서 걸으셨던, 말씀

이 육신이 되는 초기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April 1st 

예수님의 Flesh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세포 속의 유전자들을 정돈하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중

요한 순간들을 대비하신다.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을 가시지만 겸손하시다. 처음부터 

시작하신다. 초기 인간발달에는 몇 단계의 고비가 있다. 일단 여러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는 능

력이 생겨야 하고, 비슷한 세포끼리 모일 수 있어야 하고, 모인 세포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신체

기관으로 발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은 작고 연약한 예수의 세포들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다. 

이 4월과 5월의 기간 동안 평생을 살아갈 심장, 폐, 간, 뇌, 장 등을 만들어야 한다. 마치 교장을 

지내신 분이 다시 1학년부터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이 세포인 예수의 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

MAY 1st

배아 예수의 심장이 보인다. 초기 단계의 심장은 정말로 하트모양을 닮았다. 그런 하트가 앙증맞



게 발딱발딱 뛰고 있다. 이 심장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멈출 때까지 하루에 10만 번을 뛸 것

이며, 하루에 지구를 두 바퀴 반을 움직일 정도의 거리를 다니며 예수의 몸에 피를 공급할 것이다. 

이런 심장을 만들기 위해 심장과 관계되는 유전자를 잠에서 깨우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많은 인

자들을 몸소 정돈하셔서 혈관이 변하여 심장이 되게 하는 힘든 과정에도 조용히 참여하고 계신다.

AUGUST 1st

20주가 되었다. 태아 예수의 몸은 자라서 이제 약 20cm정도의 키가 되었다. 그동안 내장을 키우

기 위해 복부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구강과 식도와 위, 대장, 항문을 완성하였다. 실제로 흡수와 

분비와 배설의 기능이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참 잘 만들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시는 

듯하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마리아의 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마리아의 심장 박동 소리, 소화되는 소리도 들

린다. 그리고 굵직한 목소리, 아! 육신의 아빠. 요셉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먼저 기능을 시작하는 청력은 삶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이 된다. 이제 태아 예수

는 바깥 세상의 일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DECEMBER 1st

37주가 되었다. 태아 예수의 몸은 약 2.9kg정도 되었을 것이다. 37주의 평균 몸무게이다.  모

든 기관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름막 비슷

한 물질로 고급 코팅을 해서 양수 안에 있지만 피부가 불어 터지지 않게 해준다. 그러는 사이 손

으로 자기 몸의 이곳저곳을 만지면서 잘 만들어 졌는지, 태어난 후에 몸에 가해지는 자극에 반응

하기 위한 연습도 하고, 세상의 공기 중으로 나가 호흡할 폐를 테스트하려고 호흡 패턴을 조절한

다. 이제 예수의 몸은 태어나기에 충분한 몸이 되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어머니 마리아는 두꺼

운 천으로 배를 두른다. 따뜻해진다.

DECEMBER 25th

어머니가 많이 걸으신 것 같다. 이제야 겨우 몸 가눌 곳을 찾으신 듯하다.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

의 목소리가 들린다. 말의 울음소리도 들린다. 아까부터 압박감을 조금씩 느꼈는데 이제 점점 더 

조여 오는 느낌이 든다. 아기 예수는 세상에 나오실 준비를 하는 듯하다. 그런데 너무나 편안하

다. 아빠 요셉의 긴장된 목소리, 말 발굽소리, 산고로 인한 어머니 마리아의 신음소리에도 아기 

예수는 편안하지만 긴장을 늦추지는 않는다. 이제 드디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을 보게 될 것이

메디컬칼럼

Cure &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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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수의 머리가 마리아의 산도를 통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머리가 눌리면서 예수의 심장박

동수가 줄어들고 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곧 회복된다. 그리고 

잠시 후,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힘찬 울음소리를 듣는다. 여느 신생

아와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표정으로 울고 있는 아기 예수의 첫 번째 호흡이다. 그리고 역사는 

예수를 몸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우리처럼 땀 흘리시고, 우리처럼 웃으시고, 우리처럼 아프시고, 우리처럼 눈물 흘린 그리스도의 

몸.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주시고, 주저앉자 있을 때 곁에 앉자 계시고, 울고 있을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몸. 오늘도 우린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

** 지난 2년 동안 메디컬 칼럼 Cure&Care를 읽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

립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저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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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요리문답
- 동정녀 탄생의 신비와 그 유익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 위격 안에 신

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완전한 사람이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 ‘신비’에 속하는 문제이다(딤전 

3:16).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요

리문답에서는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떠

한 유익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가르친다.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

성을 취하심 (35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使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人性)을 취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은 성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참된 인성

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

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하고 사도신

경은 성자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한다. 성자 하나님의 칭호

를 ‘독생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

지로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일

과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다. 탄생을 

말한 후에 곧바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넘어가고, 이 땅에 계

시면서 가르치고 행하신 많은 일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탄생과 죽음으로 그분의 지상 생애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도신경의 짧은 고백에서 동정녀 탄생을 한 

항목으로 언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19세기에 생물학이 발달하고 과학주의적인 세계

관이 전반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동정녀 탄생을 신

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만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성육신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복음의 핵심에 속하

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36문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중보자가 주는 유익’의 관점에서 가르친다. 우리의 호기

심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중보

자이시려면 참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인간이셔야 함을 

김헌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예수의 탄생 예고 (프라 안젤리코, 1430-32년 경의 작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인데 왼편에는 가죽옷을 입은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나온다.

1:18, 20).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

게 나타나서 “성신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

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

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하고 말하였다. 여기

에서 ‘덮는다’는 말의 원어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

하시다[덮었다]”(창 1:2) 하는 구절에 나오는 말과 같다.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세상을 덮으시면서 창조의 일을 하

신 것처럼(창 1:2),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에도 성신의 능력이 동정녀를 덮으셔서 그 일을 하셨다. 하

나님의 성신께서 창조에 참여하셨는데 둘째 아담을 이 세

상에 보내실 때에도 동일한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성신으로 잉태되신 것은 새로운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보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

성에 짊어지시고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 획득하여 돌려

주시는 중보자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17문).1) 또

한 그분은 성신의 사역으로 참된 인성을 취하여 우리를 위

한 대속의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 

중보자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

나신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강조되어 나온다(마

1. C. Olevianus & L. D. Bierma, A Firm Foundation:

 An Aid to Interpreting the Heidelberg Catechism 

(Baker, 1995),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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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첫 아담 안에 있는 죄악의 연대

를 끊으려고 성신께서 동정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2)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심으로써 첫째 아담과의 연대성은 끊으셨지만, 동정녀 마

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감정

까지도 아울러 취하셨음을 함축한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

신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소유하시고, 죄를 제외한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와 같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또한 땅에 계

실 때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어, 지혜와 키

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눅 2:52). 그

것은 모범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이었다. 

로마교회와 재세례파의 오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성경과 요리문답은 ‘성신’의 사역

을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강조함

으로써 그 신비를 ‘사람의 편’으로 가져다 놓으려고도 한

다. 특히 로마 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심지어 마리아 자신

도 죄가 없이 잉태되었고 영원한 동정녀이며 육체로 승천

하였다고까지 주장한다.3)  

죄가 없이 무흠한 마리아에게서 남자와의 관계없이 태어났

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

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마리아를 죄가 없는 여인이라고 

가르친 구절이 없다. 비록 동정녀 마리아도 죄인이었지만, 

2. 고재수, 『그리스도를 고백함』 (성약출판사, 2010), 16-18.

3.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1854년

에 교의로 택하였고, 1950년에는 마리아가 육체로 승천하였

다는 교의를 택하였다. 이제 마리아를 ‘공동의 중보자’(co-

mediatrix)로 선언되는 것만 남은 셈이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것이 공적인 교의이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사실과 같은 중

요성을 지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 물론 마리아의 신앙

에서 배울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를 신

격화시키고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그 몸과 영혼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때에, 그분은 성신의 거룩하게 하

시는 사역으로 인해 사람의 죄와 죄책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셨다.4)  이렇듯 강조점은 하나님 편에 놓여야 하며, 그것

을 사람의 편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

은 경건의 비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육신의 신비를 그릇된 방식으로 설명

하려고 하였다. 이를테면 16세기의 재세례파 사람들은 그

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 단지 마리아의 몸

4.  칼빈, 『기독교강요』, 2권 13장 4절.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Eerdmans, 1954), 206.

마리아 승천 (티티안, 1516-18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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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받을 뿐이다.5) 

중보자의 사역: 잉태에서 무덤까지 

36문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하신 일이 성육신에서

부터 시작됨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로 한정해서 생각하는데, 그

렇게 본다면 십자가 이전의 지상 사역은 십자가를 위한 준

비 기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물론 십자가는 그리스도

의 구속 사역의 정점에 있다. 이 사실을 충분히 강조하면서

도,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분의 지상 생

애 ‘전체’를 아우른다는 점을 바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러지 않으면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것이 자칫 우리의 생활 

전체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한하고 바르게 받

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잉태하는 일 자체는 죄가 아니고, 오히려 첫 창조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에 속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어머니의 배에 잉태될 

때부터 아담의 죄에 참여한다(롬 5:12). 욥은 이렇게 고백

한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

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욥 14:4). 또한 다윗도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죄의 뿌리를 보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

다”(시 51:5) 하고 고백하였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

인이었음을 고백한 다윗은, 자기의 후손이자 또한 구주이

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한 자기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시기

를 대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

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 하

고 노래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점철되어 있지

만, 우리의 중보자는 죄의 전체성을 보시고서 처음부터 끝

까지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죄악의 생애 전

5.  C. Venema, What We Believe: An Exposition of the 

Apostles' Creed, 45-46. 

을 빌어서 태어나셨다고 주장하였다. 마치 공중의 수분이 

나뭇잎이나 풀을 만나서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마리아의 태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형

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세례파의 주장은 육신 자체

를 악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성경적

이다. 그러한 이원론적 주장을 따르면 우리의 중보자가 지

니는 인성이 무시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중

대한 결격 사항이 생기게 된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주는 유익 (36문)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36문은 동정녀 탄생의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묻

는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신비를 논리적으로 다 해명하려

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는 ‘유익’의 관점에서 교훈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신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창조와 섭리

를 가르칠 때에도 ‘유익’의 관점에서 질문하였던 것처럼(28

문), 요리문답은 동정녀 탄생도 유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동정녀 탄생을 유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동정녀 탄

생의 신비를 우리가 다 해명해 내려는 태도를 포기하는 선

언이며, 그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만을 겸손히 받겠다

는 뜻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굳

이 사람으로서 나타나실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

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 함이다. 동정녀 탄

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보여 주는 가장 현저한 예

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주는 유익을 겸손



묻고 답하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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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헌수

총신대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

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

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

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

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

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

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

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체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생

명이 시작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중보자로서 일을 시작하

셨다.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거룩하

게 잉태되셨으며, 그로써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 우

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를 보실 때에 우리만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태

어나신 우리의 중보자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 따라서 우리

의 죄가 가려진다. 

크리스마스 요리문답 

요리문답 14주일은 그 

내용상 ‘크리스마스 주

일’이라 할 수 있다. 성

탄절로 지키는 12월 25

일에는 정작 다른 것이 

섞여 복음을 깊이 생각

하지 못하고 지나가기

가 쉽다. 그러나 지상의 

달력과 관계없이 평소에 

성경과 요리문답을 통하

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으

로 태어나신 일에 대하여 배우고 나아가면, 우리를 근본에

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

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임을 

믿고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

며……”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아

드님을 보내실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갈 4:4-5). 성신

으로 잉태되신 중보자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잉태될 때

부터 가려 주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

면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고백한다. 마리아는 자신이 성

신으로 잉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고 찬송하였

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눅 

1:46-48). 우리도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서, 우리와 같

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앙의 신비이고, 이것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가 부인되고 만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6) 

하나님의 성육신이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세상의 창조와 성자의 성부로부터 나심을 

부인하는 자이다. 

창조와 성자의 나심을 인정하는 자는

원칙상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성육신하신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6.  헤르만 바빙크, Our Reasonable Faith (Baker,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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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바빙크 (185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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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덕적 인간인가? 

은밀하게 숭배되는 악은 정치권력과 이권이 있는 곳

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보여

준다. 인간의 불확실성과 취약성은 정치권력의 기초

라고 하지만, 최근의 사태는 심각하다. 비선실세의 국

정농단에 시민들이 분노했고, 촛불을 들었다. 현직 대

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정논

단과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이 실패한 원

인은 여러 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는 이

들에겐 자신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이 없

었다는 것이다.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우리 시대

의 고민을 인스턴트식 만족을 추구하는 피상성(su-

perficiality)에서 찾는다. 그는 피상성을 우리 시대의 

저주라고 부른다. 그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지적인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들’(deep people)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고 본다. 그의 지적은 왜 최고의 인재들이 도덕적인 

파산을 겪는지, 혹은 왜 우리 사회가 늘 같은 자리에

서 넘어지는지에 대한 답으로도 볼 수 있다. 

포스터가 말하는 ‘깊이’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공감하는 감정, 관심사,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인터넷 매체와 뉴스

를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사건들, 예컨대, 승객이 비행

기를 놓칠까 봐 심장마비를 일으킨 택시기사를 두고 

자기 짐을 챙겨 떠난 것이나 오리를 산 채로 두 동강 

내어 키우던 개에게 먹인 사건, 친자식 혹은 입양한 

딸을 굶기고 학대한 것 등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 주는 사

건들이 여럿 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건 말이다. 이런 사건들은 마

치 하늘의 벌을 받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 물론 이런 고통과 악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

지만, 인간에 대해 한숨짓게 된다. 많은 선한 사람들

시사문화칼럼

일상 속 악의 평범색 들춰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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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세계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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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포트와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를 근대화하고 싶

어 했다. 그들은 봉건주의와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사회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국가가 이 둘로 인해 병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이 품었던 이념

(Ideology)이 아니었다. 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이

라는 과오는 이념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

다. 폴 포트나 두크, 혹은 그들의 동료들은 숭고한 이

념에 따라 행동했는데, 왜 자신들이 의도했던 방향과

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까? 

역사적으로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 나치 독일의 101 예비경찰대대이다. 1942년 이

들은 남성뿐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라도 유대인이라

면 모두 총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참여와 회

피란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끔찍한 

학살을 선택했다. 사살을 회피할 경우, 동료들에게 나

약하고 이기적인 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나 점차 전문 살인

자가 되어 갔다. 

500명으로 구성된 101 예비경찰대대가 한 일보다 더 

잔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아돌프 아이히만

(Adolf Eichmann)이다. 그는 나치 독일의 친위대 고

급장교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

임자였다. 이스라엘 모사드에 체포되어 1961년 예루

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가 그것을 참관했다. 재판 때 아이히

만의 일관된 주장은 이것이었다. “나는 전쟁 규칙과 

정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생

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

아렌트는 재판과정을 분석한 『예루살렘의 아이히

만』이란 보고서를 썼는데, 그녀가 사용한 표현이 독

특하다. 바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었다. 아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목숨을 잃고 무의미한 고

통을 경험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

는가를 보여 준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도덕적 수치심을 느낀다. 인간은 칸트(Kant)의 말처

럼 ‘뒤틀린 목재’(crooked wood)인 것 같다. 삶에 긴

장과 압력이 가중되면 옹이가 튀어나온다. 인간은 모

순된 존재이다. 타인이 자신의 내면을 보아 주길 바

라면서 정작 자신은 타인의 외모를 먼저 본다. 우리

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

가 생각해 보자.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도덕적 자

아를 역사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캄보디아의 비극은 한 마디로 ‘킬링필드’로 정리된

다. 독일의 아픈 기억이 아우슈비츠라면, 캄보디아의 

아픈 기억은 킬링필드이다. 이것은 1975년에서 1979

년 사이에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 학살되어 매장된 곳

을 말한다. 폴 포트(Pol Pot) 정권은 170만~250만 명

으로 추정되는 시민들을 학살하였고, 현재까지 2만 

개 이상의 킬링필드가 발견, 발굴되었다. 폴 포트는 

분명 나쁜 지도자였지만, 그가 의도한 목표는 국가에 

이로운 것이었다.  

역사학자 폴 존슨(Paul Johnson)은 킬링필드는 철학

적 토론의 산물이었다고 설명한다. 킬링필드에 관여

한 인물 중 두크(Duch, 본명 깡 켁 이우 Kaing Guek 

Eav)가 있다. 그는 크메르 루즈의 살인고문관이었다. 

그는 죽음의 공장이란 S-21 교도소에서 1만 2천 명

을 고문하고 살해했다. 전범 재판에서 그는 자신을 이

렇게 변론했다. “고문과 처형이 사악한 짓이란 건 알

았지만 혁명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는 『감시와 처벌』에서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거나 도덕적 규칙을 생각만 해

도 배려나 정직성은 강화된다. 시험 때 ‘부정행위자가 

되지 말라’고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대학생들의 부

정행위가 줄었다고 한다. 우리의 삶은 도덕이라는 흙

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변덕스런 악과 방종을 즐기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있음에도,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한다. 이런 일들은 

일상의 가벼운 일탈이다. 하지만 익명성, 도시화, 집

단성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구체적인 위협 혹은 선택

적 죽음의 원인이 된다. 아파트 경비시스템의 자동화

는 경비원의 해고를 불러왔다. 대형마트의 등장은 동

네 상권을 위축시킨다. 우리의 일상에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온다. 

우리의 일상 속 선택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제품은 매장에서 밀

려난다. 2004년 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말했

지만, 실제론 3퍼센트만이 행동으로 옮겼다. 공공의 

적은 범죄자만이 아니다. 개인이나 집단, 심지어 특정

한 생각도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선택받지 못한 사

람이나 제품은 분리, 배제, 도태된다. 이것은 고통이

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계로만 읽는다. 

하버드대 영문과 교수 중 일레인 스캐리(Elaine 

Scarry)는 문학작품이 아니라 ‘고문’과 ‘고통’이란 

주제를 연구한다. 『고통을 겪는 신체』(The Body in 

Pain)는 그 연구의 결과물이다. 여기서 스캐리는 질

문(심문)을 부상을 입히는 행위로, 고문행위를 인간

만의 부도덕성을 보여 주는 증거로 해석한다. 고문은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문은 공공의 적이지

이히만은 괴물(monster)로 여겨졌지만, 그는 남편이

자 아버지자 군인이었다. 그에겐 프랑스 제3공화국 

사형집행인 아나톨 데블레(Anatole Deibler)의 모습

이 묻어난다. 데블레는 395명의 처형을 집행했는데, 

평소에 그는 “아침마다 애완견을 산책시키고 오후에

는 장을 보러 나가는 근면한 공무원이자 성실한 가

장”이었다. 

분명 악은 지금도 도처에 편재해 있지만 갑자기 큰 죄

를 짓는 사람은 드물다. 두크는 부패한 국가에 짜증이 

났기에, 그것을 혁신시키는 공산주의란 조직에 충성

했다. 아이히만이나 101 경찰대대 대원들도 스스로 

학살자 또는 회피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학살’이란 용어 대신 ‘최종해결책’(Final Solution)이

라는 행정적 용어로 자신들에게 최면을 걸었다. 집단

성이 그들의 관료주의 안에서 힘을 얻자, 도덕이란 반

성적 능력은 사라졌다. 

우리 안에 숨겨진 악의 평범성 

요즘 동네 골목마다 CCTV가 설치되면서 안전해졌

다. CCTV나 타인의 시선은 직접적 처벌 없이도 규제

의 역할을 하므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 미셸 푸코

시사문화칼럼

일상 속 악의 평범색 들춰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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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테러란 예외상황이 오자, 정보를 얻기 위한 고문은 

공동선으로 용납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나의 도덕성은 평균 이상인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몇 해 전부터 몇몇 학자들

이 ‘탈감정 시대’ 혹은 ‘탈도덕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

다. 하지만 종종 그 선택은 차선책 혹은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테러, 불안정한 경제와 불확실

한 미래가 그러한 선택을 정당화시킨다. 사람들은 삶

을 성장이 아닌 성공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장기보

다는 단기결과에, 상위보단 하위 가치에,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이라는 심리학자의 복종실험과 필립 짐바

르도(Phillip Zimbardo)의 스탠포드 감옥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선(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부도덕한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선을 자

신의 말로 이해했을 때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생

각은 충돌하고 뒤섞이고 합쳐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 눈에 들어오게, 귀에 쏙 박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은 그 문제에 대해 고민했고 또 그 문제의 본질이 무

엇인지 안다는 뜻이다. 

우리가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도덕적 가

치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도덕이란 눈이 멀었음에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의가 개인의 

승패를 가른다. 행동에는 ‘똑똑한’ 행동이 있고 ‘올바

른’ 행동이 있다. 똑똑한 행동은 자신에게 유리한 행

동을 말한다. 올바른 행동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올바른 행동보단 똑똑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악이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숨 쉬고 있다. 

『눈먼 자들의 도시』란 소설이 있다. 포르투갈 작가 주

제 사라마구(Jose′ Saramago)는 ‘모두가 눈이 멀고 단 

한 사람만이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설정

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다. 한 남자가 교통신호를 기다

리다가 눈이 먼다. 그런데 실명이 전염되면서 도시 전

체가 공포에 떤다. 결국 눈먼 자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고, 그곳에서 힘센 깡패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식량을 독점한다. 후에 실명이 회복된 뒤 사람들이 이

런 대화를 나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보

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간사회는 불안정하고 모든 것엔 양면성이 들어 있

다. 그래서 개개인의 도덕성은 중요하다. 그것이 언젠

가는 사회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이다. 변화란 여러 힘

들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역

사는 어떤 정치적 신조나 그것에 봉사하는 정권의 소

유물이 아니다. 일상의 악에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

고, 그것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깊

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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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트랜스미디어 세계문학 연구소 선임연구

원.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

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

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쿳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 

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루터의 도시를 가다

아이제나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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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도시를 가다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보름스 제국의회를 마친 후, 루터가 대적들에 

의해 납치되었다는소식이 들려졌다. 루터를 

체포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권력자들에게는 의아스런 사건이었다. ‘우리

가 모르는 어떤 이들이 루터를 납치한단 말인

가?’ 로마 교황과 손잡고 있던 이들은 미궁에 

빠진 루터의 행방을 도저히 추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루터는 대적자들 손에 

납치된 것이 아니라 안전히 어느 도시로 모셔

진 것이었다. 루터 후송 작전이라고 할 수 있

는 이 사건은 작센공 프리드리히의 아이디어

였다. 루터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개혁 운

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프리드리히가 꾸며 

낸 일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루터를 안전

한 지역으로 데려올 수 없었던 것이다. 

루터는 개혁 사상을 수용한 도시 중 하나인 아이제나흐(Eisenach)로 돌아왔다. 시내에는 게오르겐 

교회가 있는데, 1685년 3월 바흐가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루터는 이 유서 깊은 교회에서 설교

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은 어떤 것인지, 로마 교황과 가톨릭교회의 관습 

속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 배어 있는지 회중에게 선포하였다. 

1521년 5월 4일 루터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역시 작센공의 배려였다. 아이제나흐 시를 감

싸고 있는 산줄기에 세워진 바르트부르크(Wartburg) 성에서 루터는 은둔자처럼 지냈다. 그가 침묵

과 묵상, 외로움 가운데 행한 일은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작업으로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

하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모국어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들려주는 것이 

전부였다. 모국어 성경 번역은 가톨릭에 의해 가혹하게 핍박을 당했다.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체코

에서는 후스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할 정도였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독

일어 성경 번역은 목숨을 건 행동이라 할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성도들이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사랑의 마음이 깊이 배어 있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바르트부르크에서의 역사는 이렇게 이뤄졌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

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이 글은 <연합기독뉴스>에 실렸던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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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세르주 라투슈는 자본주의 소비 사회를 이끄는 필수 요소로 광고, 신용 카드, 계획적 진부화를 제시합니다. 이 중 계

획적 진부화, 즉 상품의 정해진 수명이야말로 성장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절대적 무기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는 광고

와 신용 카드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제품의 기술적 결함 앞에서는 대부분 속수무책이 됩니다. 계획적 진부화는 소비

자에게는 귀찮고 돈이 드는 문제로 그칠 수 있지만 생태계에는 재앙이 작용합니다. 

Recommend   

낭비 사회를 넘어서

세르주 라투슈 지음 | 정기현 옮김 | 민음사



Thanksgive’s Think

불편하면 소비하라, 부족하면 소비하라

돈없으면? 저리가라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

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

리 밖에서 헤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keyworld  

심리적 진부화 | 계획적 진부화 | 상직적 진부화 | 비호환성

2001년, 캘리포니아 리버모어의 전구위원회는 1901년부터 쉬지 않고 지역 소방대 건물을 밝혀 온 

탄소 필라멘트 전구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100년 전 기술로도 100년 동안 빛나는 전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오늘날 수명이 3년인 하드디스크, 18,000매를 인쇄하고 나면 아무 이유 

없이 고장 나는 프린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수리조차 불가능한 아이팟 배터리 같은 제품을 사용한

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끝없이 변하는 유행을 따르게 하거나(심리적 진부화), 인위적으로 수명이 

단축된 공산품을 만드는 방법으로(계획적 진부화) 새로운 소비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이다. 계획적 

진부화는 엔지니어들에게 열등한 제품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반도체에 꼭 필요한 희토류 확보를 둘

러싼 국제분쟁을 일으키며,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낳고 있다.

전 세계적 추세인 계획적 진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물

건에 담긴 의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장남감들이 버려져 쓰레기장에 

갈 위기에 처했다가 새로운 아이에게 주어지는 장면을 그린 〈토이스토리 3〉를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건에는 영혼이 없지만,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는 영혼이 깃들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알랭드 보통은 「철학의 위안」에서 사람들이 

위스키를 사는 이유는 광고사진에 나타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순간’을 원하기  때문이라 했

다. 위스키를 사지 말고 전화를 하거나 친구를 보러 가면 될 것을. 새로운 물건을 구경하고 사는 대

신 소중한 사람들과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캠핑을 떠나자. ‘계획적 진부화’도 우

리의 행복만큼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Thank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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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신학 또는 기원 논쟁같은 내용은 학제적 특성

을 보이며,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없으면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피상적인 내용만 

다루거나 편향적 오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접했던 과학과 신학 관련 책들도 그러한 것들이 꽤 많

았다. 그렇지만 버나드 램의 『과학과 성경의 대화』는 

매우 탁월하게 이 학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신학과 과학 일반에 관련된 내용

을 취급하며, 5장부터 8장까지는 천문학, 지질학, 생

물학, 인류학 등 과학 각 분야와 관련된 성경 해석을 

기술한다.

 

책의 전반부

먼저 1장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사상적 전투에서 대

패한 기독교의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해 다룬다.

기독교는 근대적 사고와의 전투에서 패자가 되었고 

과학이 득세했다(21,22p). 주요한 패인은 기독교 측

의 과학에 대한 무지와 부적절한 태도였다. 정통주

의 기독교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던 면도 있지만, 

과학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복음주의는 지나치게 좁은 관점으로 논쟁

에 임했으며 심하게 단순화된 흑백논리를 적용했다

(23~25p). “복음주의가 19세기에 성경과 과학을 놓

고 벌인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나타난 비극적 결과

들”과 이로 인해 “기독교가 받은 타격은 가늠하기조

차 힘들다.”(26p)

초정통주의 입장이 복음주의 전체를 대변하도록 해

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기독교와 과학의 간극을 더 

벌려 놓고 과학자들의 감정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35p). 따라서 이렇게 부조화를 일으키는 관점이 아

니라 조화를 이루어 내는 복음주의적 관점이 필요하

다.

2장에서는 신학과 과학의 충돌에 대해 분석하고 있

다. 과학과 신학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신학자와 과학자가 범하는 잘못과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다룬다. 이와 함께 과학주의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 과학주의는 1) 과학적 방법과 신뢰할 

만한 지식의 범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2) 환원주

의적이며, 3) 목적론적 사고에 비합리적인 편견이 있

고, 4)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자연과 관련된 성경 해석과 기독교 자연 

철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성경 해석

학자로서 저자의 전문성이 잘 발휘된다.

자연적 사물들과 관련된 성경의 언어는 “대중적이고 

버나드 램 지음 | 박지우 옮김 | IVP 

과학과 성경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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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학적이며 비주장적”이다(82p). “성경은 사물의 

실제 속성에 관해 이론화 하지 않는다.”(74p) 또한 성

경은 당시 문화의 관점에서 쓰였다. 성경의 우주론도 

이러한 바탕에서 해석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자연

관의 특징은 1)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직설적으로 표

현되고, 2)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로 유지된다고 분명

히 주장하며, 3) 피조물에 대한 숭배를 일절 금지하

고, 4) 자연의 규칙성은 하나님의 불변성으로부터 기

인하며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성경은 5) 자연이 일과적(一過的)일 것으

로 전망하며 6) 자연을 시험과 심판의 영역으로 본다.

성경의 창조론을 “약화시키고 희석시키고 모호하게 

만들고 그 내용을 얼버무리며 타협하는 것은 성경에 

부합하는 태도가 아니다”(90p). 하나님은 “자연, 도

덕, 구속, 이성의 세계적 근거(world-ground)”이시

다 (91p). 하나님은 인과율에 구속 받지 않으시며 자

신이 손수 지으신 창조물의 포로도 아니시다 (92p).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미래에 하나님에 의해 

종결될 것”이다(101p). “자연에 있는 것들의 유용성

을 발견해 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자연의 비

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치르는 시험의 일부”로 그

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가 없어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 내에서의 실

존의 불완전함”은 “인간에게 내린 심판의 일부”가 되

었다(105,106p).

이 장을 끝내며 저자는 과학철학에 해당하는 기독교

적 자연철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연철학은 반드

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과학이 지닌 더 광범위한 차원

의 함의를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장은 성경에서 과학적 사실을 예기(豫期), 즉 일어

나기 전에 기록해 놓았는지 질문하며, 성경의 구절

들에서 “현대 과학의 비밀을 찾으려는 시도는 영감

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153p).  

책의 후반부

책의 후반부에서는 개별 과학과 성경내용을 다룬다. 

저자는 점진적 창조론을 지지하며 온건한 일치론 및 

회화일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점진적 창조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초월적 행

위를 상정한다. 수직 종분화 또는 대진화는 즉성적 

창조를 통해 일어나며,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수평 종분화는 자연적 과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수평 종분화의 규모는 지질 기록과 생물학 실험으

로 판단할 수 있다.”(322p) 이러한 점진적 창조는 24

시간을 하루로 하는 며칠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기

적적으로 창조한 “즉성적 창조”나 태초의 박테리아

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 직접적인 신적 개입 

없이 자연적인 과정을 통한 “안으로부터의 창조”를 

말하는 유신진화론과는 상이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269p). 창조의 시간적 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가 실

제 우주가 형성된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

만 대체로 일치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온건한 일치론

이다. 또한 창조의 6일은 문자 그대로의 날 또는 시대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회화적으로 계시한 

날”이다(261p).

이러한 기본적 사고를 바탕으로 저자는 천문학, 지질

학, 생물학, 인류학 분야에서 과학과 성경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것인지 서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이슈만 다루려고 한다.

먼저 천문학과 관련해서는 질서와 물질의 존재 자체

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과학자들이 다루는 물리 법칙

은 현상론적인 것이다. 중력법칙을 다룰 때 기술하는 

것은 ‘중력’이라고 명명한 것이 보이는 현상이다. 왜 

중력법칙이라는 질서가 존재하는지, 왜 물질이 중력

을 지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물자체(物自體)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놀라운 질서로부

터 이 질서를 설계한 설계자에 대해 추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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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미세 조정(fine tuning)은 설계자의 존재를 강

력히 함의하고 있다.1) 

지질학 장에서는 성경해석학자로서의 역량이 돋보

인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주류 지질학의 견해를 수

용하는 입장이다. 단번의 전지구적 노아 홍수로 모든 

대규모의 지질변동이 일어났다고 초정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홍수지질학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

한 성경의 창조 기사와 지질학적 발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검토한 후 국지적 노아 홍수와 

점진적 창조론, 회화일 이론 및 온건한 일치론을 가

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본다.

생물학에서는 저자가 매우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생물학과 관련해서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고민할 문제는 진화가 아니라 생물철학”이라고 강조

한다(299p).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진화론에 대한 내

용을 다루고 있으며 진화론이 지니고 있는 핵심적 문

제점과 함의들을 탁월하게 전개하고 있다. 진화론은 

기독교 형이상학적 체계에 반하지 않는다면 본질적

으로 반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345p), 진화론에 

제한이 필요하며(323~332p) 진화는 한계 내에서 일

어난다(314-323p). 저자는 유신 진화론자가 아니며 

점진적 창조론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다른 견

해를 가진 사람들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349p). 또한 저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점진적 창

조론 같은 이론이 생물학 분야에서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에 비견될 새로운 생물학적 종합의 기초를 형성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323p).

인류학에 관련해서는 혼란스럽고 명료하지 않은 상

태이다. 이는 형질인류학의 연구 자체가 불명료한 점

이 많은 것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

1.  Hugh Ross, The Creator and the Cosmos (3rd ed.;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01), 145-199. 

자는 인류학에 있어서도 과학자들을 존중하는 태도

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분야는 성경 해

석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분야이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인류 기원의 문제는 ‘인류’에 대

한 정의와 화석을 통한 실제 인류 여부의 판단 가능

성 및 역사적 문서로서의 구약 성서(특히 창세기 5

장)의 해석과 신뢰성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얽

혀 있다. 화석의 외형적 모습이 비슷한 것 만으로서

는 어떤 존재가 인간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으며, 하

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만의 주요한 특성들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과 신학의 한 측면

저자가 이 책의 전반부에서 다룬 요지는 매우 설득력 

있으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게을리해 왔

던 과학과 성경의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전제로 필자는 과학과 신학 문제에 있어서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현대에 ‘과학’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신뢰

감을 주는 용어가 되었다. 그것은 지난 수세기에 걸

친 과학기술의 찬란한 성공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렇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검증 없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를 일으

킬 소지가 다분하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날 과학은 

지나치게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기독교는 과학이 

있어야 할 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

저자가 책 후반부에서 다루는 과학분야들은 모두 기

원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역사과학의 성격을 띠는 

분야이다. 이 분야들은 엄밀성에 있어서 물리나 화학

과 같은 실험과학 분야보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모든 과학 분야가 동일한 엄밀성과 재현 

가능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물리법칙도 영원불변한 것은 아



니며 과거 어느 시점에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 

미래 새 창조의 때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오랜 과거에 실제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물리 법칙의 형태와 상수가 유

지 보존된다면, 그것은 법칙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유지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하나

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구속되거나 자연법칙

에 종속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적 근

거이시며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념을 기반으로 한 정

당화가 불필요한 기초적 신념(basic belief)이다.2)  하

나님은 창조하신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현대인은 찬란한 과학이 기여

한 현대주의적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생

각하는 훈련을 받아왔다. 현대주의에 의하면, 세상은 

‘일관적인’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변덕스

러운’ 조물주의 창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사방에서 끊임없이 주어진다. 이에 의한 부

작용은 가장 복음적인 기독인 학자들에게서도 어렵

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필자 자신도 현대주의 첨병 

중의 하나인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종종 느끼고 있다. 과연 하나님은 변덕스러

우셔서 자연법칙을 무시하시고 창조와 기적을 베푸

시는가? 내 생각에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높

고 견고한 신적 법칙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우주와 생물, 그리고 인간의 기원 

문제를 법칙과 우연을 강조하며 초월적 지성의 개입

을 배제하는 과학과 자연주의의 손에 너무 쉽게 넘겨 

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오늘날 새로운 세상에 대

한 ‘복음’을 제시하는 제사장은 신학자가 아니라 과

2.  James F. Sennett ed., The Analytic Theist: An 

Alvin Plantinga Reader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102-161. 

학자가 되어 버렸다. 더 나은 세상, 편리한 문명은 과

학기술이 만드는 것이지 신학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모호한 논쟁이 아닌 진정한 

‘지식’(science)은 과학자의 소유라는 생각이 팽배하

다. 현대 학문세계에서는, 초월을 말하는 무지한 신학

자, 실험적 증거를 보여주는 이성적인 과학자로 나뉘

어진다. 이것이 제대로 된 상황인가?

역부족이든, 거만 때문이든, 과학을 무시하거나 조롱

해 왔던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에 지

나쳐 현대 문화의 조류를 따라 과학을 지나치게 높이

고 수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과학

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건설적 비판을 견지해야 한다.

『과학과 성경의 대화』에서 저자는 탁월하게 균형 있

는 논의를 이끌어 간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는 주류 과학의 기원론적 주장에 매우 수용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배타

적인 관점으로 과학을 대하는 상황에서 저술된 저서

임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과학자로서 필자는 오히려 

좀 더 의심의 눈초리로 해당 과학 분야를 들여다 봐

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은 과학과 성경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보기 드물

게 잘 저술된 책이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

을지라도, 이 분야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강

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글 | 문준호

KAIST 내에 위치한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KAIST에서 물리

학으로 이학박사,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석사(MA)를 취득하였다. 기독

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학회 총무를 거처 현재 학회 감

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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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특수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평소 장애에 관해 궁

금했던 점을 질문하곤 한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수

화통역을 하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나에게 청각장애 학

생의 교육에 관한 것을 물으셨다. 나는 ‘선생님, 제가 특

수교사로 12년 근무했지만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만 

근무해서 청각장애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앞

으로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답했

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관

련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한 장애 영역은 11가

지인데, 모든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 관점을 가지기

에 12년은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나는 교육 현

장에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만나면서 

부단히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했다. 그 과정에서 인

간과 교육에 대한 나의 그릇된 관점을 발견하고, 사회

적 통념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을 반성할 기회를 얻었

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청각장애와 수화에 대한 그릇

된 이해가 여지없이 깨지는 경험을 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적 태도는 은연중에 

사용하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그

러나 장애 관련법이 수차례 개정되어 권고 조항이 의무 

조항으로 바뀌고, 그것을 사회가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최근 언론과 출판물에서는 

‘장애와 비장애’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지난 

8월 법제처에서는 법령 중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비장

애인’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장애와 비장애’는 장애

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장애 수용 노력이 엿보

이는 용어이지만, 이 표현에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청각장애인 vs 농인

이 책에서 저자는 ‘청각장애인’ 대신 ‘농인’, ‘비장애인’대

신 ‘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이 아니라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청각장애인과 농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

을까? 저자는 ‘청각장애인’이라는 호칭은 현재 보편화

되고 공식화된 용어이지만 병리학적 관점에서 나온 것

으로, 농사회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

다고 말한다. 반면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이자 문화적 

존재로서의 이해를 담고 있는 호칭으로, 농사회 구성원

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용어라고 설명한다.

농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소문자 ‘d’로 표기하면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농(deaf)’을 의미하지만, 대문자 ‘D’

로 표기할 경우 ‘문화적 존재,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

(Deaf)’을 의미한다(91p). 병리학적 관점-deaf로 보면 

농인은 결함이 있고 재활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문화

김유미 지음 | 홍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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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적 관점-Deaf로 보면 그들은 공통된 삶의 양식

을 가진 문화집단이 된다. 

이 책은 이들의 정체성이 장애인이 아닌 ‘언어적 소수

자’라 밝히고 있는데, 반갑게도 지난 8월 시행된 ‘한국

수화언어법’은 이 관점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국의 장애 

관련법 중 청각장애인이 아닌 ‘농인’으로 표기한 것은 이 

법이 유일하고, 여기에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

격을 가진 고유한 언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농사회의 언어권 확보와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 

그 기대는 어떻게 실현되겠는가. 우리는 한국수어를 하

나의 언어로,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로 받아들일 수 있

을까? 이것이 실현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면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에 소개

된 이야기를 살펴보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마서즈 비니어드(Martha’s Vine-

yard) 섬은 미국 대통령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이 섬은 1604년 처음 발견되었고, 1640년대에 영

국 켄트 지방 사람들이 이주해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

주민들은 청각장애의 열성유전자를 보유한 사람들이

었고, 이후 200여 년 동안 섬의 고립성으로 근친결혼이 

빈번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청각장애 유전자가 널리 

퍼졌다. 비니어드에서는 평균 155명에 1명 꼴로 청각장

애가 나타났고, 섬의 한 마을인 칠마크라는 마을에서는 

그 비율이 25:1이었다. 이 섬에서는 청인들도 수어를 자

연적인 언어로 배웠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였다. 농인이 수어를 이해하지 못하

는 청인에게 당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곳이었다. 비니

어드 섬 이야기는 농인이 청인 문화에 자신들을 맞추지 

않고 장애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농인이 언어적 소수자로 받아들여지

고, 수어가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불가능

하거나 그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비니어드 섬 통합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섬에서

는 청인들이 영어와 수어를 이중 언어로 사용하여 농인

과 청인 사이에 의사소통의 장벽이 없었다. 한 사회에서 

언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국수어의 연구 주체는 누구?

이 책의 각 장에서는 한국수어가 농문화의 정수이며 농

문화를 상징하는 언어임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언어를 삶의 형식과 관련지은 철학자 비트겐슈타

인의 견해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언어는 한 사

회의 삶의 형식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음성 언어뿐 아니

라 손짓·몸짓 언어도 해당될 수 있다. 수어를 통해 두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삶의 형식

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농인들의 수어는 하나의 언어

로 손색이 없고 문화를 공유한 공동체의 언어이다. 그러

면 농사회의 언어 연구는 누가 해야 할까?

‘덴마크 정부가 덴마크어 연구를 한인 교포들에게 맡

긴다. 덴마크어를 한국어 어순으로 바꾸어 덴마크인과 

한인교포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 얼마나 말

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런데 현재 한국수어 연구에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이 

책은 청인 주도의 수어연구 현실과 청인들이 농인들을 

주류 사회로 편입시키려는 여러 행태를 소개한다. 대

표적으로 인공와우 권장이나, 수어 표준화 등의 예를 

들며 저자는 언어까지 결정하려는 청인들의 논리와 현

실을 비판한다.  

‘이천만 원이 넘는 인공와우 수술, 무상 지원합니다.’ 청

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그

런데 정말 그럴까? 저자는 인공와우는 소리의 세계를 

유일한 가치로 규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농사회에 위

협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공와우 수술 확대가 수

어의 몰락, 수어를 통해 피어난 농문화의 소멸을 가져

올 것을 우려한다.

수화 표준화 논의에 대해서는 ‘농인들이 사투리로 인해 

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어 표준화 연구가 시급하다’는 논

리를 펴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부탁하며, 농인들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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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농인들과 소통하며 별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표준화란 이름으로 한국수어의 다양성

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다. 저자는 또한 수어 연구의 

주체가 청인인 경우가 많아서 한국수어 연구물들에 왜

곡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수어 연구에서 한국

어와 청인 문화의 개입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농인 당사자에 의해 주도

되는 연구’이다. 이때 청인 연구자의 역할은 농인들이 그

들의 문화와 언어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

는 것, 농인들을 다음 세대 연구자로 키워 내는 것이다.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보는 시선, 농

인들의 언어와 문화 연구가 타인의 손에 맡겨진 현실, 언

어의 차이로 인해 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인생을 저자는 ‘타향살이’로 표현한다. 타향살이로 충분

히 고단한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과중한 부담

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가?

헬렌 켈러 피로증후군?

언론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극한의 노력으로 장애

를 극복했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혜적 

존재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

는 장애인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 낸 영상은 찾아 보

기 어렵다.

이 책에는 ‘헬렌 켈러 피로증후군’이라는 표현이 나온

다. ‘장애’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주류 사

회의 시선에 압도되어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의 재생

산 과정에서 느끼는 피로감을 말한다. 그녀는 이제까

지의 농교육이 구화 획득, 장애 극복을 가장 큰 가치로 

내걸어 농 학생들이 ‘수화는 열등한 것’, ‘농인은 열등한 

존재’, ‘청인은 온전한 존재’인 것처럼 학습 받고 성장한 

현실에 탄식한다. 그 결과 농사회에는 자기 문화에 대

한 이해나 자부심이 뿌리 내릴 기회가 없었고 그 과정

에서 농인들에게 제시된 롤 모델이 바로 ‘헬렌 켈러’이

다. 농인들은 장애를 극복해 헬렌 켈러의 길을 갈 것을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장애 극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긍정하며 생의 

변화를 마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심리학자로 알려진 비고츠키는 농·맹인의 발달과 교

육 연구에도 놀랄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기존에 병리

학적 관점으로 청각장애를 보던 것을 비판하고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손상학’을 말했다. 손상학은 모든 인

간은 저마다의 손상을 가지고 있고, 이 손상이 사회적으

로 보완되는 과정을 통해 발달이 일어난다는 것을 핵심

으로 한다. 청각장애도 그 손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대로 한다면 손상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손상학에서 인간의 눈과 귀는 

단순히 물리적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타인’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 책은 독자에게 그 타인이 되어 달라고 초대하는 듯

하다. 나아가 타인이 갈 길까지 어렴풋이 보여 준다. 그 

길은 농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고난과 아픔

을 나눈 저자의 흔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혼에 닿은 언어』라는 제목만 보면 이 책은 ‘수어’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수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선 것이라서 이 책에 쉽게 손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가 농사회와 함께한 29년의 경험을 토대로 

풀어낸 이 책은 수어, 농인, 농문화를 우리 주변의 가까

운 이웃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오게 한다. 이는 ‘수어로 

시작된 질문이 농인과 농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

어 따뜻하고 풍성한 대화가 되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

이 내 영혼에도 닿았기 때문이 아닐까.

글 | 김봉례

초등 특수교사.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윤리

교육과 박사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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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표지에는 “부모의 준비된 대답이 아이의 평생 

신앙을 결정한다.”는 도전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 그

리고 “당황하지 말고 신앙의 궁금증을 묻는 아이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권면한다. ‘부모인 내가 어

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 아이의 평생 신앙이 결정된다

니?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부모,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 대안학교 교사들

이라면 꼭 한 번 읽어 보기를 권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알렉스 맥팔랜드(Alex Mcfarland)이

다. 그는 2006년 노스캐롤라이나 남부 복음주의 신

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의 총장을 지냈

으며, 20여 년간 어린이, 청소년, 부모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에 대해 가르쳐왔다.  그는 새로운 세

대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 탐구하

기>(Exploring the Word)라는 청취자 전화 참여 라

디오 프로그램을 십년 넘게 진행하고 있으며, 기독

교 세계관과 변증에 관한 미국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 

<새로운 세대를 위한 진리>(Truth for a New Gen-

eration)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그는 학문적 영역뿐

만 아니라 오랜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오늘날의 어린

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성경, 기독교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원제는 ‘21 Touchest Questions Your Kids Will Ask 

About Christianity’로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 아이들

이 궁금해 하는 질문 21가지를 선별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왜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예요?’,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

게 되나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진짜 일어난 일

이예요?’, ‘교회는 너무 지루해요. 꼭 가야해요?’ 등 그

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은 질문해봤을 만한 것들이

다. 이 질문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하나

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질문들, 삼위일체와 성령에 

대한 질문들, 성경에 대한 질문들, 교회에 대한 질문

들 5개의 소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각 장은 질문과 관련하여 성경이 아닌 책의 짧은 인

용구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01 하나님은 왜 나쁜 사

람들을 그냥 두세요?’라는 질문을 다루는 장에는 다

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의 “왜 하나님은 마귀를 

죽여서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으실

까?”라는 문장을 인용함으로 시작한다. ‘02 하나님은 

왜 고통이 존재하게 하실까요?’에서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 나온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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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의 고통 가운데 크게 소리치신다. 고통은 듣지 못하는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이 확성기다.”라는 문장으

로 시작한다. 이외에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파스칼

의 『팡세』, 찰스 웨슬리의 노래, 도스토옙프스키의 말 

등을 인용함으로써 신앙적인 질문들이 세상의 이야

기, 문화들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임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 

각 장의 구성은 동일하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질문

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찾아가면서 어떤 장에는 질

문과 관련해 학생들과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액티

비티), 예를 들어 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설탕실험

(32p),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부활절 빵만들기

(87p), 가족 신앙고백문 만들기(112p) 등을 소개하

기도 하고, 어떤 장에는 C.S. 루이스 같은 유명한 기

독교 사상가들의 아이디어(128-9p)를 소개하고 있

기도 하다. 또 어떤 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

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 예를 들어 종말(135쪽), 휴거

(142쪽), 삼위일체(154-155쪽) 등의 본래 의미를 알

려주고, 친절하게 정리해준다. 각 장의 구성이 다르

기는 하지만,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핵심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질문과 대답을 다시 한 

번 정리해준다. 특히 “희망을 담은 대답”에서는 불확

실한 이해로 인한 의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확신에 이

르도록 돕는다. 

이 책의 유익 중 하나는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

러 가지 시각교육의 예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묘사와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예수님의 

설교 방법과 유사하다. ‘말씀의 시각화’는 조금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유명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

도 『내 영혼의 자서전』에서 본인의 영성훈련 방법으

로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맥그라스는 “시각화된 말

씀은 우리의 믿음을 밝혀줌과 동시에 그 자체가 불

러일으키는 경이로움을 다만 얼마라도 맛보게 해준

다.”(알리스터 맥그라스, 2011: 50)고 말했다.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잘 드러난

다. 우리 아이도 5살 때, 교회학교에서 “그는 근본 하

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

기지 아니하시고”(빌 2:6)라는 말씀을 배우고 “예수

님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같

아요?”라는 어려운 질문을 했던 적이 있다. 그 때 나

는 속으로 ‘아! 아이들도 삼위일체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구나. 단순하지만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구나!’라고 적잖이 놀랐다. 그 당시 나는 온전

하지는 않지만 아이에게 친숙한 것, 물의 3가지 형태, 

수증기, 물, 얼음에 비유해서 설명해주었다. 아마 이 

책을 먼저 읽었었더라면 ‘3화음’으로 보다 바른 설명

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맥팔랜드는 자세하게 설명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삼위일체에 관한 구

체적인 예시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본성을 묘사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흐린다고 지적한

다. 그는 물(물, 얼음, 수증기), 세 잎 클로버(아버지, 

아들, 남편), 달걀(껍질, 노른자, 흰자)에 관한 예화들

이 모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심스럽게 3화음의 예를 추천한다. 3화음에서는 각 음

이 분명하지만, 그 음들이 서로 섞이면 독특하고 식별

할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 낸다. 그 소리는 각각의 음

을 따로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하다. 마찬가지

로, 하나님의 각 인격은 분명하지만 같이 합쳐지면 개

별적인 세 인격과 구별되는,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하

나님이 되는 것이다(153p).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는 진리를 찾아가는 좋은 방법

이다. 맥팔랜드는 프롤로그에서 영적질문에 답할 때

는 혼자서 말하는 것보다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한다. 혼자서 말을 하면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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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자기 의

견을 말할 수 있을 때 배운 것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며, 가장 좋은 대화법으로 ‘소크라테스식 문

답법’을 제안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질문에 다

시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도록 촉

진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교사의 “내가 무엇을 하여

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에 보다 깊은 “율법

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

는 질문으로 질문자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셨다. 아

이들의 질문에 대해 단순한 답을 곧바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 뒤에 숨은 질문을 파악하고,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아니?”, 

“네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어디서 찾은 거니?”, “너의 

질문을 더 잘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 줄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네가 아는 성경 이야기들과 비슷하니?”,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니?” 등 다

시 (열린)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화를 이어가고 그 과

정을 통해 거짓된 생각은 드러내어 바꾸도록 도와 단

순한 사실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닌 강한 확신을 얻도

록 도울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신앙교육 목적으로 쓰여진 책들이 없었

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책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다. ‘나는 우리 아이 이렇게 키

웠다’라는 식의 개인적인 ‘경험’ 위주의 간증서적, 여

러 기독교 교육‘이론’들이 나열된 이론서적,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짧고 단편

적인 ‘실제적이고 실용적 지식’이 담긴 워크북 등. 우

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각각의 책이 서로 다른 유익

을 주는 것은 맞지만, ‘신앙교육’ 내지 ‘기독교 교육’에 

대해 통합적인 시각을 갖춘 균형 잡힌 가이드북을 만

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만 나열하지 않는다. 말씀을 기본으로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정체성, 그에 따른 책임, 세상 돌봄, 복음 

전파와 같은 행동의 변화도 촉구한다(143p). 저자는 

이 책 전체에서 매우 진솔하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는 단정적이지 않은 열린 태도를 취하고, 우리의 바람

직한 태도(종말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

일성 등에 관한)에 관해서는 이단과 타세계관과 타협

하지 않는 확고한 태도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는 것은 부모됨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야 일주일에 두 시간에 불과하다. 이 나머

지 시간들은 다른 세계관에 노출되어 있다. 홈쇼핑을 

본 적이 있는가? 쇼호스트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수화기를 들게 된다. 묘한 조장에 ‘미혹되어’ 마지막

에는 ‘스스로’ 쇼호스트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모든 홈쇼핑 소비가 이렇다는 것은 아

니다. 여기에 예로 든 것은 불필요한 소비이다.)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고, 가정에서 신앙에 관한 어떠

한 대화도 나누지 않는 것은 마치 6일 내내 홈쇼핑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로 변화되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신앙교육

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

로 해야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신앙에 대한 질문이 

없는 이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같은 텍스트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대가 

모이는 공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린다거나, 동일한 본문으로 큐티를 한다면 가정 안

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글 | 정문선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 연구원. 현재 파주 주

사랑교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세계관학교 팀장으로 3년 째 섬기고 있으며, 부모들

과 함께하는 독서모임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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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홀로 절대성

을 고집하며 타 종교와 통합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

고 있다. 저자인 라비는 세계적인 명망의 기독교 변증

가로 수만 개의 신이 존재하는 나라 인도에서 태어나 

회심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그가 경험한 다양한 종교

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다원주의적 분

위기에 조목조목 반박한다. 예수님과 이외 다른 종교 

주창자들 사이의 명백한 차이점을 여섯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한다. 오늘날 종교 통합과 탄압

에 대한 요구를 받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논리적

인 답변을 제시한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자는 십 대 시절 내면의 많은 문제로 고민하면서 어

디로 가야 답을 얻을지 모르는 깊은 공허함을 가진 소

년이었다. 어느 날 밤 시작된 깊은 영적 고뇌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된 이야기로 시작된 1장은 저

자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2장부터 7장까지 저자

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굳게 믿는지 그 

이유를 각 장의 6가지 질문,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

닌가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어요.”, “종교는 취

향이 아닌가요?”,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있는 것인가

요?”, “십자가에서 왜 침묵하신 건가요?”, “이 땅의 창

조주가 예수인가요?”로 답한다. 

왜 꼭 예수인가

라비는 성경이 예수님의 기원을 영원(Eternity)이라 

밝힌다고 말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타 종교 주창

자들은 신의 부름을 받은 존재일뿐, 스스로 신이 아

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천상을 바라보며 구원을 사

모했던 종교 창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천상에서 지

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하

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한다. 예수님 당시 당대 최고의 종교적 지성인

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들의 의심에 예수

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죽은 자 가

운데서 일어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무엇이겠

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예언

하고 성취하심으로 그분의 권세를 가장 놀라운 증거

를 제시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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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세번째 질문에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 라비는 

종교는 취향이 아닌 생명의 문제며 예수님께서 우리

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신 것을 언급

한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것 외에 절대자와 절대 진리

를 향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갈망이 있으

며, 그것은 물질,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다. 우리 영혼은 영원으로부터 왔기에 영원한 것으

로만 채워진다.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길이요,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다. 예수

님만이 인생이라는 미로의 유일한 해답(Solution)이

요 구원(Salvation)이시다. 

 

인생의 유일한 답인 예수께 물으라

네번째 질문인 고통에 대해 라비는 기독교세계관은 

악을 사랑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아니라 미스터리로 

본다고 언급하며 고통, 고난, 재난과 하나님의 존재

의 양립 문제를 다룬다. 이 고통의 문제를 범신론, 힌

두교, 불교와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덕

적으로 정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종합하여 여섯 가지 논제로 풀어내는 설

명 속에는 기독교 복음의 탁월한 변증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침묵을 말한다. 왜 예수님은 죽

음 앞에서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더 이상 변호할 가

치가 없는 반대자들의 적개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예

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미 선포하신 진

리가 충분하고 명확하다, 더 나아가 예언의 성취가 

성경의 권위를 보여준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으나 깨닫지 못

할 뿐이다.  

 

결론

처음 책을 받았을 때, 익숙한 제목이라 쉽게 생각했었

는데 책장을 넘길수록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꼈다. 물

론 변증서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 뿐만 아니라 실화, 예화를 들

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과 또한 그 동안 접하지 

않았던 힌두교나 이슬람교의 교리와 비교한 부분을 

읽으며 이들 종교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

든 종교의 모순과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이슬람교 및 힌두교 등 타 

종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진리의 유일함을 설명

할 준비가 필요함을 느낀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

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

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5)” 라고 말씀하신다.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진리가 상실되는 세상에서 세

상은 진리를 자신들의 기지로 해석하려 들 것이다. 그

러나 우리는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판단하지 말

고, 오직 진리에 기초해 기독교 메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

이다 오직 성경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 생각한다. 

다양한 신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신이 

아닌 나를 만드신 신, “왜 예수여아만 하는가?”라고 

묻는 세상을 향해 답변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

란다. 

글 | 최귀희

일상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

로 삼일교회 집사이자 새가족부 간사로 섬기고 있

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5년간 IT기

업에서 홍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6년 10월 31일 마감기준)

※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6년 10월 31일 마감기준)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810,000

인건비

일반급여 5,244,000

임원회비 470,000 기타급여 0

일반회비 6,261,000 소계 5,244,000

기관후원금 4,9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722,500 사무실관리비 471,200

CTC후원금 90,000 통신비 127,570

학술지원금 1,000,000 소모품비 916,060

VIEW후원금 100,000 식비 456,680

기타후원금 7,500 복리후생비 1,045,950

퇴직연금 321,290

회의비 85,800

우편료 511,410

기타 268,043

소계 4,754,003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89,450

10선컨텐츠 150,000

학술지원금 1,000,000

10선컨텐츠 397,500

소계 14,361,000 소계 1,636,95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일반이자 0 인쇄비 23,000

예수금 482,750 발송비 783,850

소계 482,750 소계 3,306,85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세계관기타수입 0 세계관행사준비 267,600

소계 0 소계 267,6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자료제작비 452,000

학회행사수입 0 학회홍보및기타 725,330

학술지심사비 910,000 학술지인쇄비 4,000,000

학술지게재료 0 학술지발송비 942,700

학회지판매 0 학술지심사료 1,400,000

자료집판매 0 학회기타 232,500

소계 1,010,000 소계 7,752,530

당월 수입액 15,853,750 당월 지출액 22,961,933

전월 이월액 61,716,590 차월 이월액 54,608,407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68,000

기타급여 0

소계 1,968,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1,123,000

인쇄비 2,636,535

소계 550,000 소계 4,219,535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경상비

복리후생비 317,330

도서판매비 101,150 퇴직연금 152,010
예수금 176,560 회의비 141,000

소계 610,340

기타

세금 3,897,520

기타 6,000

소계 2,777,710 소계 3,903,52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행사준비 104,000

미디어장학등록 0 미디어강사료 0

소계 0 소계 104,000

당월 수입액 3,327,710 당월 지출액 10,805,395

전월 이월액 42,339,039 차월 이월액 34,861,354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계 8,461,000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경휘, 김봉현, 김샛별, 김샛별,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진호, 김창수, 김형근, 김희원, 박사라, 

박상희, 박원근, 박해일, 생명의강, 손영일, 송지수, 영음사, 옥광천, 유성욱, 윤 정, 이동렬, 이승찬, 이철민, 장재수, 정세열, 정필규,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주

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

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심, 김제우, 김태영, 김항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제, 박승룡, 박천규, 박현빈, 배도환, 손세용, 손영경, 

송시섭, 송호욱,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충열, 유현숙, 윤경숙, 윤종선, 윤주영, 윤형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영

홍,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향숙, 이효진, 임소연, 임형준, 임효숙, 장헌일, 전광학, 전정진, 전충국,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희정, 한

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고상섭, 김나실, 김동현, 김성욱, 김재우, 방선기, 엄기윤, 이경우, 이남철, 이세호,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Lee chun hee suk, LEESAMUELY, 가월현, 강동진, 강민창, 강연정, 강원석,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옥, 고연경, 고웅재, 고재호, 곽은이, 곽정인, 

구준회, 권경호, 권민규, 권선영, 권순범, 길원평,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운,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헌, 김기현, 김남진, 김동찬, 김막미, 김미

혜, 김민성, 김범식, 김병국, 김병철, 김보경, 김봉례, 김봉수, 김상범, 김선일,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세연, 김세중, 김소라, 김승준, 김승호, 

김아람, 김아론, 김양호, 김영규, 김영숙, 김영완, 김영호, 김용석,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정,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민, 김재정, 김정모, 김정

일, 김정준, 김정진, 김정호, 김종국, 김종원, 김좌남, 김주영, 김준희, 김중훈, 김지곤, 김지민, 김진규,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태진, 김판임, 김 혁, 김

현정, 김형길, 김형철, 김혜정, 김홍섭, 김홍제, 김효석, 김효숙, 김희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노아름, 라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문진성, 민신기, 박경원, 박계호, 박기언, 박능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만준, 박복애, 박상균, 박상호, 박성인, 박승호, 박시운, 박용성, 박원곤, 박유

관, 박은주,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중진, 박지현, 박지현, 박 진, 박진규, 박창우, 박현경, 박형준,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인교, 배지연, 배효진, 백

경은, 백은석, 백현준,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성광원, 소종화, 소진희, 손영규, 손하은, 손한나, 손현탁, 송종철, 송철호, 송

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자영, 신진선,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효영, 심명섭, 심재훈, 안남주, 안동석,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영환, 안용준, 양성건,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오성호, 오지순, 우종학,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기남,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선

덕, 유승민, 유은희, 유의신,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윤경수, 윤명심, 윤미선, 윤상헌, 윤숙자, 윤천석, 이 강, 이경연, 이경직, 이계심, 이권철, 이규현, 이

기섭, 이기훈, 이길구, 이길형, 이동훈,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헌, 이문원,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급, 이상무, 이상수, 이상찬, 이상환, 이 선, 이선복, 

이선혜, 이성미, 이성수, 이성일, 이수연,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제,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혜, 이정규, 이정

기, 이정길, 이정일, 이정현, 이종국, 이종철, 이종환, 이준성, 이중섭,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청걸, 이해리, 이행로, 이형진,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상필, 임소현, 임수복, 임수연, 임우진, 임일택, 임재광, 임준섭, 임춘택, 장경근, 장동진, 장성호,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옥경, 장용

훈,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창수,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구, 전영수, 전종화, 전찬양, 정경미,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세준, 정승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재현, 정정숙, 정진우, 정현구, 정현주, 정회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백형, 조선하, 조성은, 조성효, 조승희, 조영우, 조용현, 조은상, 조은

향, 조이수, 조주영, 조피터계춘, 조하람,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조혜신, 주경식, 진정용,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세진, 최

영수, 최윤영, 최종빈, 최진우, 최한빈, 최현식, 최현정, 최혜경,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재희, 하헌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기영, 허선

아, 허 연,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홍구화, 홍대화, 홍선호, 홍세기, 홍양희, 홍정석, 홍종인,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상준, 황성신,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

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백 김태우, 황귀희 1만1천 장현정 1만5천 강승모,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최동원 1만7천5백 유영준, 윤덕진 2만 강대훈, 강용란, 김

수홍,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배성민, 석지원, 신선영, 신태학, 오지희, 우시정, 이 건, 이기서, 이명희, 이인아, 조창근, 하진호, 한진영 3만 김경민, 김

동원, 김방룡, 문석윤,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배세원, 범경철, 서성록, 손영옥, 송태현, 오의석, 오한나, 우병훈, 이수형,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조무

성, 최용준, 추태화, 한인관, 황정진 5만 김성락, 김성민, 김시호, 김의원, 박문식, 서진희, 윤석찬, 이재호,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5만2

천5백 정원길 6만 강진구, 이근호 7만 현한나 8만 권정아 10만 박상은, 손봉호, 송인규, 신국원, 신정윤, 윤완철, 전광식 20만 채기헌 30만 김승욱 31만 이경숙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 5,900,000원

5만 개봉교회, 글로벌한가족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강남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예심교회, 제자로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

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언약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기쁨병원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젼 130만 주님의십자가교회

기관후원금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홍성사, DCTY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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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 강좌: 부산] 

12월 첫 주, 신학과 과학의 대화

부산에서 ‘교회와 신학을 위한 포럼’과 함께 세계관강

좌를 실시합니다.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신학과 과

학의 대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6. 12. 3(토), 오후 1시~6시 30분

- 장소 : 한우리교회당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65-35, 

                반여동 1199-26번지, 051-528-9125)

- 강사 : 

    과학이 신학에 던지는 도전과 의미 

        _ 우종학(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 대담 : 우병훈(고신대 교수)

    창조와 진화: 개혁신학 내의 스펙트럼 

       _ 송인규(합신대 신학과 교수)

    한국 개혁신학자가 본 과학이해와 창세기 1장 해석

      _ 이신열(고신대 신학과 교수)

- 등록신청 : 대학생, 신학생(선입회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일반인(선입회 2만원, 현장등록 3만원)

-  계좌 입금 : (입금시 예) <홍길동세계관>으로 표기

- 등록관련 문의처 : 윤성헌,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총무 (010-7250-9392) 

문의  02-754-8004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세계관학교]  

세상 바로 알기

한국라브리공동체와 함께 서울에서 3일간 진행되는 

기독교세계관학교. 동역회 회원 분들을 위해, 삶의 문

턱에서 고민하는 청년들과 함께, 혹은 수련회를 개최

하기 어려운 작은 교회, 개인이든 단체든 함께 모여 세

계관 수업도 듣고 풍성한 나눔도 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신청 접수 중입니다. 신청시 등

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일시 : 17. 1. 5(목)~7(토), 3일간

- 등록비 : 5만원 (사전등록, 선착순 100명)

- 장소 : 삼일교회 C관 (4호선 숙대입구역 3분 거리)

- 강사 : 

   손봉호(동역회 이사장, 고신대 석좌교수), 

   박상은(샘병원 원장), 신국원(총신대 교수),

   빔 리트께르끄(네덜란드 라브리공동체 대표), 

   성인경(한국라브리공동체 대표) 외 다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등록비 입금(아래 계

좌) → 입금확인 후 등록완료 문자

-  계좌 : 국민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입금시 예)“홍길동세계관”으로 표기)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문의  02-754-8004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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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간사 모집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함께 섬길 간사를 구합니다. 

신앙고백이 있는 신실하고 정작하고 성실한 성도로(세례

교인) 본 단체의 가치와 정체성에 공감하는 기독교세계관

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역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간사 2인을 구합니다.

1. 근무 형태/ 인원 : 간사 2인

2. 주요 업무 : 1) 학회 및 행정 2) 동역회 사무 

          3) 아카데미 기획 및 진행

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문의  070-8891-5153 (신효영 대표간사)

 

[정기총회 공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16년도 사역을 마무리 하며 신년의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별도 공지 

- 장소 : 별도 공지 

 

1

2

3
국민일보 월드뷰 와이드면 공동발행 

[부산] 신학과 과학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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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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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대체휴무)

27  

28 월드뷰 12월호 발행

29

31
신앙과 학문 21권 4호 발행 

국민일보 월드뷰 와이드면 공동발행

12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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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가 야외에서 캠핑을 했다. 텐트를 치고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홈즈가 

잠이 깨어 옆에서 자는 왓슨 박사를 깨웠다. 

홈즈: “위에 뭐가 보이나?” 

왓슨: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네.”

홈즈: “그게 뭐를 뜻하지?”

왓슨: “천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수백만 개의 은하수와 수십억 개의 행성이 있다는 것,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역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반면에 우리 인간은 너무 작고 초

라하다는 것, 

기상학적으로 말하자면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이란 것, 

점성술적으로 보면 자네의 별자리는 신통치 않고 내 별자리는 좋다는 것, 

그리고 별들의 위치를 보면 시간적으로는 3시 반쯤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그런데 자네에겐 저 별들이 빛나는 하늘이 뭐를 뜻하지?”

홈즈: “나에게는 도둑놈이 우리 텐트를 홀랑 벗겨 갔다는 것을 뜻해.”

“별이 빛나는 하늘의 의미

일러스트레이터 김미수



일러스트레이터 김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