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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은 내려놓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 속으로 온전히 들어

가는 겁니다. 내 입장에, 내 상황에 머물면서 그의 입장에, 그의 상

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청은 자신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스스로

에게서 떠나야 비로서 그의 소리와 그의 교훈이 진짜로 이해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가 주인공 되는 드라마의 출발은 늘 경청

입니다. 이야기 하는 상대방 보다 듣는 내가 더 소중해서는 온전히 

그의 이야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잘 배우지 못하는 학생은 대부분 잘 듣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잘 듣

지 못하는 학생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이슈와 자신의 이야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

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것이 제

일 중요해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제

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듣지 못함은 보지 못

함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경청은 내려놓음입니다. 경청에서 배움이 출발합니다. 믿음 또한 들

음에서 납니다. SICA는 우리 아이들이 들을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

도록 힘써 돕겠습니다.

입학상담 
02.557.7710(양재)

031.883.7713(여주) 
| www.sicakorea.org

기독교 고전교육기관  SICA
since 2011

Edu Letter from SICA  #4 경청

여주캠퍼스 고등 입학설명회  2017년 7월 7일(금) 오전 10시, 7월 18일(화) 저녁 7시 

               장소: 경기 여주시 하거동 711-16

유•초•중등•고등 입학설명회  2017년 7월 19일(수) 오후 3시, 장소: SICA(서초구 양재동 363)

•SICA는 모든 과목을 성경의 기초 위에 가르칩니다.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Trivium)으로 가르칩니다.

•SICA는 이중언어(영어+국어)로 교육하며, 고전어(라틴어)를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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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연구소 시상금 100만원 논문제안서에 공모해주신 참여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신앙과 학문』논문제안서 수상자 발표

수상자 명단 (가나다 순) 

가정과 교회의 신앙교육 협력 방안으로서의 만5세 유아제자훈련 프로그램 개발  

여성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 과정에 대한 단일사례 연구

  : 하나님이미지를기반으로하는수치심회복을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

 

본회퍼 ‘현실’ 이해와 복합적 평등론 

대학생의 기독교 진로상담 과정에서 경험한 성경적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성범 (총신대 기독교유아교육 전공)

심정연 (총신대 성경적상담 전공)

오혜정 (총신대 기독교사회복지학 전공)

조현미 (고신대 간호대학 간호학 전공)

최경환 (University of Pretoria, 기독교윤리 전공)

최수영 (총신대 성경적상담 전공)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인『신앙과 학문』을 발간하는 기독교학문연구회와 세계관연구소는 기독교세계관 연구의 활성화와 

신진학자의 양성을 위해 2017년도 발간 예정인『신앙과 학문』에 게재할 논문 제안서를 지난 5월 30일까지 모집하였습니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하였습니다.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우수한 논문제안서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제안서는 50만원의 시상금을, 이후 논문 제출하여 『신앙과 학문』투고시 일련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며, 게재 확정된 논문은 나머지 50만원의 시상금과 게재시 필요한 심사료 및 게재료 등 일체의 비용을 

세계관연구소에서 지원합니다. 

다시한번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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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

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

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

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

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

의 공동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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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김승욱, 선악과를 먹은 아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피엔스

8

김승욱 (발행인)

무신론자인 이스라엘 히브리대의 역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인류의 역사는 인류가 신을 

창조하면서 시작됐고, 인류가 신이 되면 역사는 끝날 

것이라고 했다. 호모 사피엔스가 육체적으로 크고 훨

씬 힘이 센 네안데르탈인을 지구상에서 몰아낼 수 있

었던 것은 사피엔스의 인지능력 혁명 때문이라고 주장

했다. 침팬지 무리의 개체수는 20-50마리 정도로 한계

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리가 더 커지면 질서가 불안정

해지고 불화가 생겨 결국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기 때

문이다. 인간 사회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적 규

모는 150명이라고 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 결정적 임

계치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허구의 등장 때문일 것

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추측한다.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신화를 만들어서 많은 무리가 

결속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네안테르탈인을 

지구에서 몰아냈다는 것이다. 결국 신은 인간의 창조

물이라는 것인데,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

일 수 없는 주장이다. 

유발 하라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공학, 사이보

그공학, 비유기물공학 등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더 이

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신이 된다는 것이다. 후속 작

인 <호모데우스Homo Deus - 신이 된 인간>에서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인

간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측하게 된다면 인간

은 빅데이터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데이터가 

인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미래는 구글이 신이 되는 세

상이 올 것이라고 했다. 멜더스 목사가 말한 바와 같이 

인류의 성장을 저해하던 ‘기아, 역병, 전쟁’을 극복한 인

류는 이제 신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불멸과 행복’의 영

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류의 다음 할 일

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특성상 성장을 멈추면 추락해서 산산조각 날 것이기 때

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류가 신의 자리로 올라서야 

하며, 이미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참담

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피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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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승욱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

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사학회 

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

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 <사피엔스>가 30개 언어로 번역

돼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에서도 엄청난 호

응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5년 11월 23일에 초판이 

발행되었는데, 세 달 후에 29쇄를 인쇄할 정도였다. 이

런 무신론자들의 도전 앞에 기독교계에서는 무엇을 준

비하고 있는가? 

사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이미 오래전에 레이 커즈와

일(Ray Kurzweil)에 의해서 제기 되었다. 그는 <특이

점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에서 2045년

이 되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인류는 영원

히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2011년 2월 21

일자 <타임> 지의 커버스토리로 다루어졌다. ‘특이점’이

라고 번역이 된 ‘singularity’란 기술변화가 너무 급작

스럽고 심대해서 인류역사의 엄청난 분기점이 되는 시

점을 말한다. 레이 커즈와일은 커즈와일 키보드로 유명

한데, 그는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있으

며, 명예 박사학위를 15개나 갖고 있다. 미항공우주국

(NASA)과 구글이 함께 투자해서 세운 대학은 그를 초

대 총장으로 영입했으며, 그 대학의 이름을 Singularity 

University로 정할 정도로 인정받았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에 깨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냉동

인간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미국 과학자 로버트 에틴거

(Robert Ettinger)는 인체냉동보존술의 개념을 주창

했는데, 그는 자신의 두 부인과 함께 106번째로 냉동보

관 되어 있다. 냉동보존연구소(Cryonics Institute)에

는 2011년에 이미 900명이 가입을 했으며, 그 중에 400

여명은 2,9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사후 냉동보관을 계

약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노화이론가 오브리 데비드 

니콜라스 드 그레이(Aubrey David Nicholas Jasper 

de Grey)도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500년 그리고 이어

서 1,000년으로 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너던 와이너(Jonathan 

Weiner)는 <과학, 죽음을 죽이다 - 생명 연장의 비밀

을 찾아서(Long for This World)>에서 그런 세상이 

불과 40년 뒤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미 

두 마리 원숭이의 머리 교환 수술이 성공했는데, 이는 원

하기만 하면 인간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시대가 오면 빈부격차 문제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점에서 

볼 때 그래도 공평하다. 그러나 이제 원하는 만큼 생명

을 연장할 수 있고,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시

대가 온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까? 

부자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아

마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일부 계층에게만 가능할텐데, 그

때 발생하게 될 사회적 갈등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레이 커즈와일은 이러한 기술변화가 급속하게 오기 때

문에 가난한 사람에게도 머지않아 큰 혜택이 있을 것이

라고 낙관적으로 예측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각종 윤리적인 문제 

이외에도 이러한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독 지성인

들의 성찰과 대안제시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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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센터의 설립자
마이클 슐루터

편집자: 영국 희년센터(Jubilee Center)의 설립자인 마이클 슐루터(Michael Schluter)박사와 제레미 아이브

(Jeremy Ive)가 아프리카 우간다 KUMI대학교의 이영길 총장과 한국을 방문해 IVF 사무실에서 웨슬리 선교사, IVF 

김종호 대표, IVP 신현기 대표, 김태황 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장 등이 함께 만나 희년센터와 이번 한국 방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승욱 희년센터(Jubilee Center)와 주요 사역에 대

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슐루터 쥬빌리센터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주요 이슈

들과 그 밑에 숨어 있는 - 특히 일반 대중의 – 경향들

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 사람들에게 사회 변혁을 위한 신학과 전략 및 확신

을 심어주는 것이 희년 센터의 임무이지요. 주로 정치, 

경제, 사회의 큰 이슈들과 연관된 공공생활을 성경적 틀

(framework)로 표현할 수 있게해서 크리스천들이 공공

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

는 일을 합니다. ‘희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리셋 버튼을 의

미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와 콤퍼스라는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지도는 현대 사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의미하고, 콤퍼스는 올바른 관계를 중심 

주제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승욱 저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월드뷰>가 

추구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슐루터 희년센터에 대한 비전은 1970년대에 동부 아

프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월드뱅크의 이코노

미스트로 아프리카에서 일할 때, 탄자니아는 사회주의, 

이디오피아는 공산주의, 케냐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있

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국으

로 전환되면서 ‘기독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에 대해 답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가치가 무엇

이며, 기독교는 청교도 정신이나 정의와 같은 것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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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공정책에 대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에 대해서 기독교 가치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는가? 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분투하다가 성

경적인 패러다임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어떤 대

안을 제시하고 있을까를 심각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과 이웃 사랑. 저는 이 ‘사랑’이 사회체제의 핵심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월드뱅크에서도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월드뱅크의 직원들은 저를 미쳤다

고 생각하더군요. 그렇게 하여, 지난 1983년 아내와 캠

브리지에 있는 우리 집에서 희년 센터를 세웠고, 노예제

를 금지시킨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에 대

해 깊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 센터는 34

년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을 특별하게 지키

자”라는 캠페인(Keep Sunday Special Campaign)을 시

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Relationships Foundation을 별도로 세웠

습니다. 이는 단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한 운동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

해서는 모든 관계가 건전해 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

습니다. 미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계를 잘 정립하

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김승욱 미래가 관계 정립에 달려있다는 말을 들으니 

헤겔이 한 ‘서양종교는 초월자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내

적인 자기의식이 확장되어 개인의 발견에 능했으나, 동

양에서는 초월자 신앙이 부족하여 외적인 도덕의식은 발

전했지만 자아에 대한 감각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원리가 결핍되었다’는 헤겔의 말이 생각납니

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점점 서구화되면서 관계성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왜 미래가 관계의 정립에 달려있

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슐루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머나먼 길을 달려오

면서 많은 사회적 개선도 있었지만 현대 세계는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이 많고 위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경제

적, 정치적 구조가 비현실적인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것

입니다. 사람을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만들고, 돈을 최고 

가치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관계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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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결(connections)로 보는 경향이 생긴 것 입니다. 만

약 우리가 21세기의 도전 앞에서 바르게 생존하기를 원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김승욱 사람을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했는

데, 개인들이 파편화 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슐루터 예. 인간 집단은 단지 개인들이 모인 집합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거죠.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만들어준 서구적 

개념은 칭찬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

드는 것은 우리의 개인됨(individuality)이 아닙니다. 반

대로 사회 구성원간의 맴버십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른 사람들과 독특하게 그리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존

재입니다. 배움, 인격, 성공, 심지어는 정체성 마저도 관

계적인 산물입니다. 사회와 조직이 개인에게 큰 영향력

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관계적 사고(Relational 

Thinking)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승욱 ‘관계적 사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관계적 

사고의 대상이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슐루터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사물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 

중 ‘부요하게 하다’는 문장의 부(wealth)라는 단어는 돈 

이상의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물건의 가치

를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

요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 때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행복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빈민촌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돈이 부족하지 

않지만 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이 심각하게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정부는 예산 배정을 통해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단기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장의 주요 요소인 관계망 하부구조(relational 

infrastructure)를 무시하게 됩니다.

김승욱 보통 경제학에서는 ‘하부구조’라고 하면 도로, 

철도, 통신 등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것들을 의미

하는데, 인간 사회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부

구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부구조라고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신뢰한다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나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슐루터 그렇습니다. 관계의 질(relationship quality)을 

높이는 것을 정책의 핵심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관계

적 사고’ 입니다. 기업조직이든 정부든 관계의 질을 높

여주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바로 관계적 사고입니다. 

김승욱 앞서 관계(relationships)와 연결(connecti 

ons)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SNS 시대가 

도래하며 사회적 연결망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전화기가 

가져다 준 소통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크

게 늘었는데요. 이것이 관계적 사고를 확대시키는 요인

이 되지 않을까요?

슐루터 사회란 독립적인 개인들이 서로 연결

(connections)된 것 이상의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

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시장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자급하지 않고, 

한 가지 생산에만 전념하며 나머지는 시장을 통해 얻었

습니다. 시장의 발달로 사람들 간에 상호 연계성이 크게 

높아 졌어요. 그리고 전화나 언론 등 메스 미디어를 통

해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연

계망(connections)이라는 것은 관계성(relationships)과

는 다른 개념 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위기에 처



한 누군가를 만족스러울 만큼 돕거나 협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적 사고라는 것은 사람

들이 더 열심히 만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

니다. 관계적 사고를 하는 목적은 우리의 사회적 결정

을 통해서 연계망(linkages)의 종류를 변화시키는 것

입니다. 관계적 사고는 관계적 하부구조를 만들고, 관

계가 더 깊어지고, 지속적이 되며, 개인과 사회 모두에

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김승욱 관계적 사고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추상적인 설명만을 해서 피부에 와 닿지

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관계적 사고

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슐루터 관계적 사고는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

다. 관계적 정의, 관계적 사업, 관계적 라이프 스타일, 관

계적 교육, 관계적 재무관리, 관계적 빈곤타파, 관계적 

환경 등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적 교육이

라고 하면 단지 아이들에게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 주

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만드는 교

육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이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

나 관계적 교육이란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즉 

학생과 선생의 관계, 학생과 부모의 관계, 선생과 선생

의 관계, 선생과 부모의 관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

에 주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하는가도 가르칩니다. 

김승욱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니 좀 더 이해가 쉽

습니다. 아까 관계적 사업도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자세

히 설명해 주세요.

슐루터 한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

다. 기업이 돈을 만들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

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자들의 분기별 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 당

사자들, 즉 피용자와 공급자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극대화 하도

록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기업은 보다 

장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부정적인 비효율을 가져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비

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 너머의 바람직한 경

제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한 책을 하나 소개하

겠습니다. 제가 폴 밀스(Paul Mills)와 함께 집필한 『 After 

Capitalism: Rethinking Economic Relationships』이라는 

책입니다. 

김승욱 저나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황 교수님도 경제학

을 전공해서 이 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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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몸과 정신이 따로 

분리되었다는 점 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물어야 할 질문

은 “경제가 잘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경제가 우리가 원

하는 방향으로 잘 작동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

가 동정이나 온유함, 상호 이해 없이 작동되고 있습니

다. 그런 경제 체제는 매우 거칠고, 비인간적이며, 심지

어는 자기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 경제 체제의 기초들을 이러한 가치관들과 연결시

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승욱 다음 기회에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번 한국 방

문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슐루터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두 가지 형태의 관계

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 교섭을 제안하

기 위해서 왔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에 괌심을 가져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김승욱 이영길 총장님께도 질문 드립니다. 총장님께

서 두 분과 함께 다니신 것으로 아는데, 총장님은 이분들

과 어떤 사역을 함께 하셨는지요? 

이영길 3년 전에 영국 런던 근교의 농장에서 마이

클 슐루터(Michael Schluter)와 제레미 아이브(Jeremy 

Ive)를 만난 것은 나에게 화해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임

을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제레미는 남아공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넬

슨 만델라와 디 클라크 대통령이 대립할 때 양자 사이에

서 평화교섭을 한 장본인들 입니다. 이들은 사랑과 용서, 

관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남아공의 평화교섭을 성공적

으로 이끌었고, 그 후 르완다와 수단의 분쟁 해결도 도

운 바 있습니다. 나는 이들이 중립적인 국제사회의 입

장에서 평화를 촉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반도 평화교섭을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민간 차

원에서 남북 정부 간의 평화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슐루터 이 책의 서문에 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

앙과 경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

니다. 심지어는 전혀 반대 극단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

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히브리 그리고 기독교 전통의 세

속화된 자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함, 

약자에 대한 보호, 보다 나은 미래, 인간의 존엄성, 자유, 

그리고 법치 등에 대한 신념은 모두 과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faith)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약성경과 구

약성경에는 이러한 경제적 사고와 규범으로 가득 차있

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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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두분과 함께 한동대를 방문했을 때, 카마이클 컬

리지의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 닉 란팅가(Nick Lantinga) 

교수가 우리에게 “사랑이 정치 영역에서 표현된다면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

은 정치영역에서도 뚜렷한 의미를 지닌 가치일까? 마

이클 슐루터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반도 평화교섭을 

위한 여행 중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랑 이야

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의 문제가 결국 관계

의 문제라고 보고 외교의 문제도 관계의(relational) 관

점에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외교의 이름

도 관계적 평화교섭(Relational Peacebuilding Initiatives: 

RPI)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 체제와 정

책의 차이를 내려놓고 관계맺고 사랑하는 것을 중개해 

보자. 서로 사랑할 때 어떤 화학이 생기는지, 그 사랑이 

정치와 외교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사랑이 상이

한 체제를 넘어 어떻게 새로운 통합을 이끌 수 있는지, 

사랑의 화학이 일어나도록 촉매자가 되어보자. RPI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사)평화한국과 관계를 맺고, 

남북한 평화교섭을 위해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

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2-3회씩 남북 및 국제사

회(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인도)의 지도자들이 

만나 평화교섭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양쪽의 당면한 문제인 농업 및 식량안보 문제부터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 1차 평화교섭 회의의 주제를 

그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농업과 식량안보는 생존에 직

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정치적인 이념 공방에서 비교

적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 주제로부터 시작하고, 

그 후 교육, 보건 나아가 정치, 경제 및 외교, 국방의 주

제들을 하나씩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평화교섭 회의는 

통일된 미래한국이 어떤 모습일까에 주목하기로 했습

니다. 관계외교의 주된 가치는 남북간의 관계회복에 있

습니다. 이념과 정책, 체제의 차이를 넘어 외교적 플랫

폼에 함께 한 사람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결국 통일한국

이 추구하는 미래상이란 아름다운 관계가 모든 영역에

서 살아있는 사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승욱 두 번째 목적이 지역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어

떤 일을 했습니까?

이영길 춘천을 방문했을 때 영국 손님들과 가졌던 춘

천평화모임 회의는 향후 한반도 평화교섭을 위한 그리

스도인들의 접근에 관해 정말 본질적인 확신을 던져주

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이념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보다 더 

상위의 거룩한 가치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보

았습니다.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사랑이라는 초월적 가

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의 이념은 얼마든지 

다양해도 좋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춘천에서 방문한 예수마음교회(안동규 교수), 

동부교회(김한호 목사)는 주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문

이었습니다. 사암교회는 언제나 그렇듯이 친구가 되어

주고, 사역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김승욱 오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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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인이 보청기를 하나 샀더니 잘 들린다고 친구에게 자랑했다.

친구: “그래? 얼마나 줬어?”
노인: “어! 세 시야!”

보청기

손봉호의 유머



대표주간

손봉호, 인간은 과학보다 크다

인간은 과학보다 크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사상은 유대-기독교

의 유산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기본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불가침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 

지성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

이며 현대 인류에게 전승된 유산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사상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가 이 정도

의 삶의 수준과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요즘 이 두 유산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주

범은 현대 자연과학에 근거한 과학주의적 사고다. 현

대 자연과학은 종교개혁 덕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데

(R. Hooykaas, K. Jaspers) 기독교 덕으로 생겨난 자

연과학이 기독교적 유산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은 생물학이다. 뉴턴 이후로 물질적인 현상은 모

두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게 되었지만 생명체에는 여

전히 목적론적 설명이 유지되었다. 모든 생명체에게

는 주어진 목적이 있고 생명현상은 그 목적을 전제

로 해야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에 의

하여 고유의 목적이 주어졌다는 자연신학의 요소가 

숨어 있다. 

그러나 19세기 다윈의 진화론을 계기로 생명현상 조

차도 물질적 현상으로 취급받기 시작하였고 자연신

학은 힘을 잃고 말았다. 과학의 본성인 환원주의 경

향은 자연현상을 인과론으로 설명하려는 물리주의

(physicalism)를 낳았고, 생물학적 현상을 목적론으

로 설명하는 시도는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한 때 부

활할 것 처럼 보이던 한의학이 요즘 다시 주춤하고 있

는 것도 이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공학이란 학문까지 나와서 공학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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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호 (대표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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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에서도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식

물,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인격조차 입맛대

로 편집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게 되었다.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생명체 자체가 제조되는 것이

다. 이미 수년 전에 화학물질로 스스로 분열할 수 있

는 박테리아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제까지 

불신자들 조차 “신의 영역”이라고 불렀던 곳에 과학

자가 진입하게 된 것이다. 

최근 의료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IBM

의 대형 컴퓨터 왓슨(Watson)은 인공지능을 이용하

여 의사 못지않게, 오히려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질병

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까지 이뤄진 

수많은 진단과 처방을 종합하고 취사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낼 뿐 아니라 그것에 근거하여 스스로 

새로운 진단과 처방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역시 질병

의 진단과 치료를 인과론적으로 수행하는 서양의학

에 근거한 것이다. 앞으로 그런 진단과 치료가 큰 효

과를 거두게 되면 물리주의는 한층 더 큰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질병을 포함한 인간의 병리적 현상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할 때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정신현상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근

본은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그 둘 사이

의 인과관계에 회의적이었다. 그런데도 과학의 환원

주의자들은 정신현상 또한 물리적인 현상의 결과라

고 설명하려 한다. 신경물리학이 바로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우울증이 약물로 조정되고, 환각제 복용이나 

뇌수술이 의식현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그

런 환원주의가 옳아 보인다. 

정신현상에 대한 이런 이해가 인간과 인간생명의 존

엄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오랫동안 인

류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에게만 영혼 혹은 

이성이 있기 때문’(animal rationale- Aristoteles), 혹

은 ‘인간만 상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animal sym-

bolicum – E. Cassirer) 등 정신현상을 그 근거로 삼

으며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왔다. 그런

데 그 정신현상이 물질적 작용의 결과(effects)라면 

인간을 별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1971년에 심리학자 스키너 (B. F. Skinner)가 <자유와 

존엄성을 넘어서>(Beyond Freedom and Dignity)란 

책을 써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마음이란 몸이나 환

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독립된 것이 

아니며, 그의 책 제목이 시사하듯 인간에게 자유의지

가 있다거나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그럴만한 근거

가 없다고 주장했다. 독창적이라기 보다는 오늘날 진

행되고 있는 생물학과 의학연구의 급진적 결론을 대

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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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사상은 

유대-기독교의 유산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기에 

불가침한 영역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이 유산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주범은 

현대 자연과학에 근거한 

과학주의적 사고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

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

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

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

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로 섬기고 있다.

그 책에 대한 언어학자 촘스키(Noam Chomsky)의 

비판은 그 책 자체보다 더 많이 알려졌다. 촘스키

는 스키너의 급진적 행동주의는 과학적인 것 같

지만 과학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설-연역 방

법’(hypothetico-deductive method)을 무시하므로 

과학적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가설-연역 방법이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설정한 후 그 가설에서 

연역적으로 추론된 상황이 실험을 통해서 실증되는 

한에서만 타당하며, 그 가설은 다른 실험을 통해서 부

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이론은 잠정적으로만 

옳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학문적 이

론 형성에 기본적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스키너의 

가설은 얼마든지 부정될 수 있고, 그의 행동주의는 과

학의 한계를 넘은 하나의 이념이라 해야 할 것이다. 

춈스키의 그 비판은 스키너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정

신현상을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자유의지를 부

정한 모든 이론에 다 적용될 수 있다. 몇 가지의 실험

에 통과되었다 해서 그 이론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경험은 그런 이론적 결론

을 수용하지 않는다. 스키너도 아마 자신과 가족들을 

물질적 조건에 지배되는 로봇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

다. 인간과 인간현상은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되고 물

질적인 것으로 환원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이념으로 변질된 물리주의가 인간 생명의 존

엄성과 인권을 계속 부정한다면 우리는 어느 것이 인

류에게 더 중요한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다.

대표주간

손봉호, 인간은 과학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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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연과학은 

종교개혁 덕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기독교 덕으로 생겨난 자연과학이 

기독교적 유산들을 위협하고 있다. 



기획칼럼

박상은, 인공지능, 로보-사피엔스의 서막인가?

인공지능, 

로보-사피엔스의 서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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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와서 과학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을 정도의 급속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

지능, 유전자가위기술, 3D프린팅, 나노기술 등 과거

에는 100년이 걸리던 기술이 이제는 수년 안에 완성

되는 지점에 접어들었다.

유전자가위기술은 선천성유전병을 지닌 환자의 경

우 문제의 해당되는 유전자를 가위기술로 잘라내면 

유전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첨단과학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2-3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기술이다. 하지

만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예쁘고 똑똑한 유

전자로 바꾸려는 인간의 욕심과 맞물려 획일화된 사

회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박상은 (샘병원 대표원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

게 발전하는데 딥러닝 기술, 클라우딩 기술, 빅 데이

터 기술에 힘입어 상상을 초월한 결과물을 내어놓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알파고 이다. 한국의 이세돌 9

단을 4대 1로 대파한 이후 일 년 만에 중국의 커제 9

단과의 대결에서 알파고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격찬을 받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이는 

그동안 인간의 바둑경기를 반복적으로 학습해온 방

법과 달리 자기 스스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자발

적 학습을 터득해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경지에 이

른 것이다.

중국에서 선을 보인 인공지능 스님인 알파승 썬얼은 

부처와 다른 스님을 제치고 불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스님이 되었으며 다양한 불자들의 고민을 척척 풀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독일에

서는 종교개혁 5백주년을 맞아 다양한 축복의 설교

를 척척 쏟아내며 손과 얼굴에서 축복의 빛을 발하는 

로봇 목사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근로자나 기술

자뿐 아니라 성직자들의 영역도 이제 인공지능에게 

내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천길병원에서 처음 선보인 인공지능 의학로봇인 

왓슨은 암환자들이 자신의 증상과 검사결과를 입력

하면 가장 적합한 치료처방을 내어주고 있는데, 원

로교수들의 처방과 다른 경우에 암환자들은 의사들

의 처방보다 왓슨의 처방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상황

이 이어지고 있다. 의학계는 조만간 영상의학과 해부

병리과 부터 서서히 인공지능이 의사들을 대신할 것

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인기 부서가 달라

지고 있다.

이제 대학교육도 인공지능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지식전달식 교육은 무크대학이나 스마트폰

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이다. 의사도 ‘왓슨에게 콘

텐츠를 제공하는 의사 ’와 ‘왓슨의 명령에 따라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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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박상은, 인공지능, 로보-사피엔스의 서막인가?

수행하는 의사’로 나눠진다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었

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셈이다.

더 혼란스러운 부분은 감성로봇의 등장이다. 일본의 

노인요양원에서는 간병서비스를 로봇이 담당하고 

있으며 MIT가 개발한 감성로봇 키스멧은 일곱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어비스 크리에이션

사가 올해 말 시판하기로 한 인공지능 섹스로봇 하모

니는 가격이 만 오천 달러(1700만원)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는 실정이

다. 향후 결혼 풍속도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리

라 예견된다.

더 무서운 사실은 군사킬러로봇일 것이다. 이미 IS전

투에 킬러로봇이 투입되어 적을 살상하고 있는바 인

간생명을 해하는 로봇이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셈이

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조디 윌리엄스가 킬러로봇에 

대한 반대캠페인을 벌리고 있지만 미국 펜타곤과 트

럼프정부, 이스라엘,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오히려 

이를 더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연 로봇에게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킬러로봇이 오작동 되어 적군 

대신 아군을 대량 살상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

을 것인가? 어느 날 드론이 집 안뜰까지 들어와 가족

을 향해 사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문틈으로 작은 로

봇들이 들어와 인간을 살해하려 한다면 과연 이 사회

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 시행되

어야 한다는 과학지상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

닌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은

가? 우리는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 보

아야 할 것이다. 

인간생명은 단회적이며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우주보다 귀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생명에 대한 접근은 절대주의에 입각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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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로봇 윤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40년 아시모프가 자

신의 소설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법칙>을 제시하

면서 부터이다.

법칙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법칙2: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

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들이 법칙1과 상충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칙3: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자

기 보호가 법칙1과 법칙2와 상충하지 않

을 때만 유효하다.

하지만 군사킬러로봇의 등장은 이 법칙에 우선하는 

법칙0을 수정된 윤리원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 

법칙0: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류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

과거 법칙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되는 것이었는데 수

정된 원칙은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면 인간을 해칠 수

도 있음을 허용하는 법칙인 셈이다. 다시 말해 인류평

화를 명분으로 삼으면 군사킬러로봇을 사용할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로봇 제조자와 사용자에 대한 <윤리 가이드> 

이다.

로봇 제조자는 로봇윤리헌장을 준수해야 할 제

1 책임자로서 인류와 공생하기에 적합하고, 사

회적 공익성과 책임감에 기반한 로봇을 제조해

야 한다.

(가)  로봇 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

간 에 순종하며, 인류와 공생하기에 적합한 

로봇을 만든다.

(나)  로봇 제조자는 사회적 공익성을 높이고 책임

감에 기반 한 로봇을 만든다. 

(다)  로봇 제조자는 제조하는 로봇에게 명확한 목

적과 기능 및 역할을 부여하고, 가능한 한 환

경친화성이 높은 로봇을 만든다. 

(라)  로봇 제조자는 로봇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로

봇과 관련된 인증이나 법규에 따라 로봇을 제

조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마)  로봇 제조자는 불법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사

회적 법률적 문제와 로봇의 행위에 대한 최

종 책임을 진다. 

(바)  로봇 제조자는 로봇 재활용 시 로봇이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로봇을 존중하는 마음으

로 법규에 따라 사용하되, 로봇 남용을 통한 중독 등

에 주의해야 한다.

(가)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 도우미, 

동반자, 감성적 소통 대상자,  심리적 및 신체

적 보조자로 소중하게 대한다.

(나)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삶의 질의 제고

와 복지의 향상을 위해 활용한다. 

(다)  로봇 사용자는 로봇의 노동대체 등으로 인

해 획득한 시간을 창의적인 활동에 적극 활

용한다.

(라)  로봇 사용자는 로봇 관련 법률이나 규범에 따

라 로봇을 사용한다. 

(마)  로봇 사용자는 로봇의 불법 개조나 임의 변경

을 통해 로봇 제조자가 정해놓은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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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인공지능, 로보-사피엔스의 서막인가?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기에 물리적이며 디지털 수

준인 약인공지능을 넘어 감성과 자율성을 지닌 인간

과 같은 강인공지능의 존재로, 나아가 오히려 인간보

다 뛰어난 초인공지능의 로봇으로 진화한다면 이는 

인간의 파멸을 가져오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초인공지능 로봇에 유전자기술과 나노기술

이 결합하여 로보-사피엔스를 만들어 낸다면 이는 

인류를 지배하는 새로운 신인류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지 섹스로봇이나 감성로봇이 아니라 실질

적인 가족구성원이 되며, 나아가 스스로 복제하며 재

생산해내는 로보-사피엔스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새로운 지배자가 될 수도 있

는 것이다.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율성을 지닌 

도덕적 존재라면, 로봇은 인간의 형상을 닮은 내재

적 자율성을 지닌 준도덕적 존재일 것이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

도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신학적 물음을 

통해 적절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간의 형상

(바)  로봇 사용자는 로봇 남용을 통해 로봇에 중독 

되거나, 정신적 장애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로봇의 윤리는 과연 누가 제정할 것인가?

이를 위해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테슬러 CEO 

일론 머스크, 알파고 개발자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개발이사인 레이 커즈와일 등 2천여 명의 인공지능 

및 로봇연구자들이 201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아

실로마에 모여 23개항으로 구성된 아실로마 AI 원칙

을 발표하였다. 연구이슈 5개항, 윤리와 가치 13개항, 

장기적 이슈 5개항으로 발표된 이 원칙이 향후 각 나

라마다의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에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연구의 안전성, 투명성 외에도 능력의 상한선을 생각

하며,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위 안에서 특히 자기복제가 가능한 로봇의 개발에는 

신중할 것을 권고하며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

여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율성을 지닌 도덕적 존재라면, 

로봇은 

인간의 형상을 닮아 내재적 자율성을 지닌 

준도덕적 존재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면

적절한 윤리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로봇과 공생하는 길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글 |  박상은

필자는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신장내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신의대 내과교수를 거쳐 미국 

커버넌트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미국 미주

리주립대 교환교수와 세인트루이스의대 생명윤리

센터 교환연구원을 지낸 후 귀국하여 현재 샘병원 

대표원장과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으로 활동 중이다. 가족은 아내와 두 딸과 아들, 그

리고 외손녀, 외손자를 두고 있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6/17일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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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과학기술시대의 윤리

기존 윤리 논쟁의 프레임이 대응할 수 없는 변화들이 몰

려온다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정부나 민간

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과거 3 차례 ‘산업혁명’을 

거친 우리에게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익숙하다. 이

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은 정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고 와 닿지 않는 단어이다. 전문가

들 사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정의 모

호하고 설명하기 불편한 용어라는 비판들이 이미 있

다. 이 점을 간과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의가 어려울수

록 또 이해하기 어려울수록 열매를 거두기 어렵거나 

거짓과 거품이 쉽게 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2016년 다보스 포럼에

서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uwab)이 말한 것이다. 

류영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사회의학교실)



의도로 보아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4차 산업에 포함되어있는 ‘뇌신

경과학기술’이다. 인간의 뇌에 관한 과학기술을 총칭

하는 말로 4차 산업에서는 뇌의 기능과 컴퓨터를 연

결하는 기술, 전자두뇌, 인공지능 등이 여기에 포함된

다. 체내 뇌신경 삽입형 기기, 시각 인터페이스, 웨어

러블 디바이스로 뇌와 통신기기와의 연결 등의 방법

으로 사용될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 <엑스맨>에서 영

재학교 교장인 챵스 자비에(제임스 맥어보이 분)가 

<세레브로>기계에 들어가 모자 같은 장비를 착용하

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구현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

당될 것이다. 또 영화 <공각기동대>에서 인간의 뇌

를 전자두뇌로 치환하여 기억과 의식을 컴퓨터에 연

결시켜 업로드하는 장면 등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

울 것이다. 

뇌신경과학기술 발전의 미래와 우려

앞서 말했듯 4차 산업혁명에서 눈에 띄는 기술은 

‘뇌신경과학기술’이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

거나 인간의 뇌를 본떠 만든 ‘인공지능’이 이미 등장

했다. 팔 마비 환자가 뇌와 기계를 연결하여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하지 마비 환자가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이용하여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스스로 판

단할 수 있고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었다. 체스, 

바둑, 의료의 영역에 거침없이 들어와서 기존 질서를 

흔들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뇌신경과학기술이 기계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과 

합쳐지는 상황은 기존의 질서를 더 흔들 것이다. 아

침에 일어나 인공지능 컴퓨터가 음악을 틀어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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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날씨를 알려주며 주요 뉴스를 브리핑한다. 가사도

우미 로봇이 만들고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컴퓨터

와 인간과 연결된 안경과 옷을 입은 후 집을 나선다.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 주행차를 타고 출근을 한 

후, 빅데이터로 가득한 정보통신망과 컴퓨터에 자신

의 뇌를 연결한다. 어제 다친 발을 치료하기 위해 병

원을 찾아 새로운 발로 교체하기도 하고 매일 저녁이

면 자신의 기억과 의식을 컴퓨터에 저장한다.  

한편,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이 혁신을 거듭하여 인간이 하지 못하는 빅데이

터의 처리와 계산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이 

몸을 갖고 싶다면. 자신의 이런 욕망을 인간 관리자에

게 말하지 않고 숨긴다면. 우선 개발되어있는 안드로

이드 로봇에 다운로드하여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갖

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원해 만들었던 인간도

우미 로봇이 새로운 개체의 이식체가 되는 것이다. 공

상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던 이런 기술이 이제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술발전의 저변에 흐르는 욕망은 새로운 것이 아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잠시 예상해 본 미래의 모습은 실제 일어날 일

에 비하면 조그만 그림일 것이다. 그럼 이러한 변화

를 이끄는 근본적인 욕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새롭

거나 처음 보는 것이 아닌 아주 오래된 것이다. ‘아프

지 않고 싶어’ ‘잃어버린 내 손가락을 다시 가지고 싶

어’ ‘더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레토링은 

수 천년 인간의 기록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과학자와 의학자들의 자신의 생각을 실현

시키고자 보인 열망의 힘은 엄청나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쉬지도 않는다. 누군가를 못하게 하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된다는 것도 역사에서 알 수 있

다. 그리고 세번째 욕망. 이를 시장에 내놓으면 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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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별 수 있는 사업자의 욕망도 빠질 수 없다. 이 세 가

지 저변의 욕망들은 인간의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 왔

으며 좋은 변화를 이루어왔지만 인간개체를 해하거

나 사회를 혼란 시키기도 했다. 물질적, 기술적 한계

로 잠시 멈추거나 주저되던 상황들이 없어지고 뇌신

경과학기술을 포함한 기술을 발전으로 또 한번의 질

주가 시작된 것이다.

뇌신경과학기술의 시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

윤리는 인간개체와 인간사회를 피해와 무질서로부

터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현실

의 문제를 충분히 토론해서 해결책을 찾아 법제도 마

련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미래의 기술 중 뇌신경과학

과 관련된 기술은 인간의 기계화 과정과 기계의 인간

화 과정이었다 (인공자궁과 인간복제에 대한 기술의 

발전도 이어지겠지만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역사에서 정확히 정의하지 않고 놓

아두었던 ‘인간의 정의’를 종용할 것이다. 어디까지

를 인간으로 볼 것이며, 뇌만의 보존으로 개체의 연

속성을 인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 무시할 수 없이 

인간화된 여러 ‘존재’를 어떻게 사회가 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사회와 개개인은 이런 변화에 준비되어있지 않

다. 항상 그렇듯 과학자와 의사는 급박하고 급진적

인 실험을 내놓는다. 목을 포함한 머리를 타인의 몸

에 이식하겠다는 외국의 뇌신경외과의사가 등장했

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시도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의

사가 있다. 이런 응급적 상황을 막을 만한 법제도는 

국내에 이미 있다. <장기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신의

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기기법> 인간대상연

구에 관해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등 법제

도가 있어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과학자의 극

단적 행동에 대한 대비는 되었다. <장기등 이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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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률>제4조에는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등으로 한정되어있는 등 제

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새로

운 의료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 기술평가

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심사를 받아서 사용해야 한

다. 인간 대상 연구를 위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상시험센터와 기관윤리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과학자나 의학자가 자신

의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

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있다.

 

이제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체에 이식될 기계가 

정보통신망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지만으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 속으로 들어갈 것

이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모든 

뇌의 활동에 기계와 정보통신망과 연결된다면 그 즉

시 외부의 영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

은 보건복지부 만의 문제가 아니며 <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가 조절할 수도 없는 준비되지 않은 

일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다부처 다학제적 영역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보건복

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서

가 동등하게 머리를 맞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 

정비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미래에 다가올 위협적인 

이슈를 발굴하고 대비하는 위원회 등을 운용해야 한

다. 이로서 인간개체와 인간사회는 급격한 변화로부

터 기존의 질서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미래

를 열어야 할 것이다.  

글 |  류영준

필자는 서울대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와 강원대

학교병원 병리과 교수로 있다. 한국생명윤리학회

와 한국의료윤리학회의 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뇌

연구원 강원충청지역 뇌은행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사회와 개개인은 

이런 변화에 준비되어있지 않다.

항상 그렇듯 과학자와 의사는 

급박하고 급진적인 실험을 내놓는다.



기독교적 인간관과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이세

돌 9단을 4승 1패로 누른 데 이어 커제 9단을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두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고 마

침내 지배하는 날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 것

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깊어지는 것 같다. 사실 바둑

이 철저한 집계산 경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산에 능

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것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기계는 이미 고대로부터 인간을 월등히 능가했

다. 살상의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더 무거운 짐을 들

어 올림에 있어서, 더 먼 거리를 감에 있어서 기계는 

이미 인간을 따돌렸다. 그러나 이처럼 기계가 기능적

으로 인간보다 더 낫다고 해서 인간을 능가한다고 평

가하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인공지능과의 바둑대결

에서 정말로 인간이 패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

르다. 인공지능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

하여 인간과 수십 만판 이상의 연습을 한 후에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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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선 반면에 인간은 손에 꼽을 정도의 횟수의 연

습 후에 대결에 임했다. 연습의 절대량의 엄청난 차

이를 고려할 때 이세돌과 커제는 바둑을 너무 잘 둔 

것이 아닐까? 

또한 연산의 능력 하나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반드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까? 인간 사회에서 인격적인 면에서는 현저하게 능

력이 떨어지지만 계산능력과 같은 특정한 능력만 뛰

어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폐증과 같은 정

신병의 소유자로 판단된다. 어쩌면 다른 인격적인 능

력은 거의 갖추지 못한 채 연산능력만 괴물처럼 뛰어

난 인공지능은 심각한 결함을 지닌 자폐아와 같은 존

재가 아닐까?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

능(strong AI)으로 구분된다. 약한 인공지능이 인간

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공지능이라면 

강한 인공지능은 자유로운 선택과 감정표현 능력까

지 갖춘 존재로서 인간과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능력

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이다. 

약한 인공지능은 과학연구와 과학기술의 총아로서 

과학연구와 과학기술이 지닌 일반 은총적인 의미가 

그대로 적용된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있는 하

나님의 형상과 일반 은총의 표현이므로 잘 활용하면 

인류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윤리적

인 규범적 통제로부터 벗어나면 인류에게 심각한 해

를 끼칠 수도 있다. 약한 인공지능이 지닌 경이로운 

논리적 추론과 연산능력을 잘 활용하여 인간이 수행

하기 어려운 힘든 노동이나 험한 환경에서의 노동에 

활용한다면 인류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

나 모든 과학기술들이 그렇듯이 인공지능이 지닌 탁

월한 기능들이 잘못 작동하거나 남용되는 경우에 인

간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 

지침으로부터 유리된 기술은 비인간적이고 파괴적

인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모프가 제시

한 로봇의 3원칙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행

동을 해서는 안된다. 2.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

야 한다. 3. 1.과 2.를 제외한 경우에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약한 인공지

능은 인간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약한 인공지능이 아무리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반면에,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고안물이

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인공지능은 일종

의 “짝퉁”이다. 인간이 바다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라

면 약한 인공지능은 이 물고기를 모방하여 만든 플라

스틱 모형 물고기인 셈이다. 플라스틱 모형 물고기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이 물고기가 일부 기능에 있

어서 실제 물고기를 능가한다고 해서 모형 물고기가 

실제 물고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

도 없는 것처럼, 약한 인공지능이 일부 기능에 있어

서 인간을 월등히 능가한다고 해서 실제 인간보다 우

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불어 

넣어 주신 영혼이라는 신비로운 실체를 가지고 있고 

이 실체에 자아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며, 이 실체의 지

평 안에 지성, 감성, 의지, 신체성이 전체적으로 유기

적인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아름다운 인간존재를 구

성한다. 그러나 약한 인공지능에게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물인 영혼이 전혀 없는 바, 이 

영혼은 인간이 영원히 고안해낼 수 없다. 약한 인공지

능은 인간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가운데 지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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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지닌 

논리적 추론과 연산능력을 활용하여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로봇을 잘 활용한다면,

인류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학기술들이 그렇듯이 

인공지능이 지닌 탁월한 기능들을 

잘못 작동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인간사회에는 심각한 피해가 끼칠것이다.

방하되, 지성 중에서도 논리적 추론과 연산기능 정도

를 모방하여 극대화시킨 것일 뿐이다. 약한 인공지능

이 보여주는 기능은 아무리 탁월해도 자폐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짝퉁이다. 

약한 인공지능이 지닌 탁월한 논리적 추론과 연산능

력을 절대화하는 지능 환원주의에 빠질 때 강한 인공

지능의 단계로 넘어간다.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

지능이 보여주는 논리적 추론과 연산 능력들에 매료

된 나머지 이 능력들이 점점 진화를 거듭하여 인간의 

정신이 지니고 있는 다른 기능들 곧, 의지나 감성과 

같은 기능들까지 모방하게 될 것이며,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과 동등한 전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능가하는 새로운 존재 유형을 탄생

시킬 것이라는 신념의 산물이다. 

강한 인공지능은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신화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진지하게 사색하는 사변

과학과 오락을 전제한 공상과학으로 구별되기도 한

다. 그러나 사변과학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순전

한 논리적 가능성들 위에 수립된 것 이기때문에 그 태

도가 아무리 진지해도 많은 사색의 오류를 안고 있다

는 점에서 공상과학과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강한 인공지능은 초인이다. 초인은 신학적 존재다. 강

한 인공지능이 보유할 것으로 상상되는 초인적인 능

력에 인간의 욕심과 불안이 융합되었을 때 이상향과 

반이상향에 대한 서술로 나아간다. 이상향이란 인공

지능 기술에 의지하여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낙관

적인 미래사회를 뜻하고 반이상향이란 인공지능 기

술이 악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비관적인 미래사회를 

뜻한다. 사변과학이 이상향에 집중했다면 공상과학

은 반이상향에 집중했다. 

반이상향에 집중하게 되면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지

나친 공포와 두려움을 낳을 수 있다. 물론 프로그

램 입력 오류로 2015년 7월 구글 포토가 흑인여성

의 사진을 고릴라로 분류한 일이라든가, 2016년3월

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공지능채팅프로그램 테이

(Tay)가 여성혐오발언은 한 것 등과 같은 오작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려는 미래의 발전

된 기술에 의하여 해소될 수도 있으므로 지나친 우려

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반이상향에 

집중하는 것은 기술사회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기

술발전에 규범적인 제동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이상향에의 집중은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우상숭배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

다. 현세의 기술을 가지고 현세와 연속성이 있는 영



원한 생명과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는 탑 쌓

는 기술을 남용하여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했던 바벨

탑을 쌓은 교만한 인류의 허망한 시도와 같은 것으로

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된다. 이 시도는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며, 인류를 큰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향을 추구하는 사변과학자들

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영생을 획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수립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하게 표출한다. 그

러나 이들이 구상하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 개념은 성

경이 제시하는 개념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들은 

감성, 의지, 양심, 신체성과 같은 전인으로서의 인간

의 특성들을 모두 제거하고 가상 현실 속에서의 논리

적 추론과 연산만을 남긴 다음 이것을 영생과 이상향

으로 제시하는 환원주의를 드러낸다. 환원주의적인 

영생 및 하나님의 나라는 비인격적이고 황량한 회색

의 세계로서 성경이 말하는 따뜻한 온기와 생명이 풍

부하게 넘치는 영생 및 하나님 나라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사변과학과 공상과학은 기술이라는 인간

의 힘으로 영생을 얻고 이상향에 이르고자 하지만 성

경이 제시하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

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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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상원

총신대 신학과(BA)와 신학대학원(M.Div.),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Th.M.), 네덜란드 캄펀 신학

대학교(Th.D.)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조직신학 교수로 있다. 

그러나 이상향에의 집중은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우상숭배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세의 기술을 가지고 

현세와 연속성이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는 

탑 쌓는 기술을 남용하여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은 교만한 인류의 

허망한 시도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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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제의 시대, 

문학의 역할은 무엇일까? 

암양에서 젖샘 세포를 추출했다. 난자에서 핵을 제거

하고 다 자란 양의 젖샘세포 핵을 이식하는 방식으

로 양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돌리는 무려 277번

의 시도 끝에 태어났다. 이것은 최초의 포유류 체세

포 복제이다. 복제양 돌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의 상징이다. 

이언 윌무트는 젖샘세포를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하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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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제는 가능성의 발견 

20세기가 마지막 페이지를 써갈 때인 1996년, 세계

인의 이목을 사로잡은 사건이 일어났다. 복제양 돌리

(Dolly)가 탄생한 것이다.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자인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이 사건을 두고 “과학소설 같

았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의 발생학 전문가인 이

언 윌무트(Ian Wilmut)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6년 된 



려고 가슴이 큰 미국의 컨트리 가수 돌리 파턴(Dolly 

Parton)의 이름을 따서 돌리라고 지었지만, 공저한 책 

제목은 『제2의 창조』(The Second Creation)로, 부제

는 ‘돌리와 생물학적 통제의 시대’라고 달았다. ‘생물

학적 통제’란 말은 매우 충격적인 제목이다. 통제란 

내가 출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힘을 가졌다는 의

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돌리에 사용된 복제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인간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돌

리가 갖는 의미는 자못 컸다. 이것은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생명이라는 영역에, 인간이 훨씬 더 가까이 

접근했음을 뜻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칸트는 순수이성으론 하나님

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여 무신론 이신론의 철학적 

근거를 만들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1859)을 

출간하여 생물진화론의 새 장을 열었다. 이후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정의는 급속히 약해졌다. 인간

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 시각은 이제 문학, 철학, 과학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종교에서도 의심을 받고 있다. 

DNA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하여 1962년 노벨 의학상

을 받은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은 『놀라운 가

설』(The Astonishing Hypotheses)에서 이렇게 단정

한다. “인간이 육체가 없는 영혼을 가졌다는 생각은 

불필요하다.” 

크리스천들은 영혼을 믿지만, 다수의 철학자들과 과

학자들은 인간을 육체로만 간주한다. 잘못 든 길이 지

도를 만들고, 전쟁터의 뒷골목에도 행복한 웃음이 피

어나지만, 세계를 결핍되고 불완전한 곳으로만 해석

하는 이는 여전히 많다.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

스는 인간의 신체가 불편하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다. 그래서 복제 기술은 완벽으로 가는 길을 연 발견

으로 인식된다. 식량난과 난치병을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암과 척추 손상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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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같은 것이다. 

   

자기자각이 있어야만, 

삶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하지만 대다수는 여기서 걸음을 멈춘다.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줄기세포연구의 유

익들은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제레미 리프

킨(Jeremy Rifkin), 볼커 백(Volker Beck) 같은 사람들

이 복제연구에 브레이크를 걸지만, 과학자들은 왜 복

제가 신의 영역인가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빠르

게 축적되는 과학지식과 진화론으로 훈련된 지식인

들은 ‘창조주로서의 신’이란 개념을 배제했고, 신을 

자연으로부터 추방하였다. 다윈 이후 신은 자연에선 

설 자리가 없다. 그 여파는 강력하여 줄기세포연구는 

‘질병’과 ‘죽음’이란 메타포로 상징되던 인간의 한계

를 깨트리는 종교적 이상처럼 여겨진다. 

삶을 치유하는 해결책은 하나가 아니다 

슈퍼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배트맨 같은 캐릭터

들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상징한



다. 힘이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인간이 한계를 인정

할 때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

가를 생각할 때 드러나지만, 이걸 깨닫기는 쉽지 않

다. 줄기세포 치유는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에게 희

망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

(Moroslav Volf)도 9년간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 

고통을 그는 이렇게 토로한다. 

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9년이란 시간은 매

달 독이 든 샘물에서 쓴 물을 마시는 것 같았다.

인간은 고집스런 존재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

보려면 강한 충격이 필요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

리의 삶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만큼이나 타인에게

도 속해 있고, 지극히 개별적인 체험도 알고 보면 인

간이란 공통분모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래서 문학

을 읽어가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 내면 풍경에 변화가 

일어난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정말로 중요

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같은 것이다. 자기자각이 있어야만 삶의 시작과 종말

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하지

만 대다수는 여기서 걸음을 멈춘다. 

미국의 첫 번째 계관시인이었던 로버트 펜 워렌

(Robert Penn Warren)은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힌

다. 「우리는 왜 소설을 읽는가?」란 글에서 워렌은 이

렇게 말한다. “소설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을 주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소설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을 줄 수도 있을 거

라는 사실이다.” 삶의 여정은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

로 가득하고, 산다는 것은 이런 난관을 통과하는 과정

이지만, 유전자 혁명,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인간을 돕

는 것은 아니다. 문학적 상상력도 우리를 돕는 또 다

른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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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그걸 발판삼아 성장하

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

야만 우리는 자기인식을 통해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해결책은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도, 좋은 책은 몇 안 된다. 좋은 책은 한 가지 다

른 점이 있다. 읽고 나면 줄거리가 아니라 생각이 남

는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얻게 된다. 사라

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를 읽고나면, 실명이라는 

장애가 어쩌면 진정한 인간의 본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역발상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질문 혹은 대답에 눈뜨게 된다. 

신학자 볼프는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다. 후에 두 명

의 남자 아이를 입양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 

불임이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아이란 

선물을 주기 위한 조건이었다. 부부에게 불임이 없었

다면 입양한 두 아이는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한다. 불임은 장애였지만 두 아이를 만나는 전제 

조건이 된다. 현실을 해석하는 틀이 거울에서 등불로 

바뀐 것이다. 복제는 불임이란 현실을 그대로 반사한

다. 하지만 볼프 교수는 복제란 거울을 입양이란 등불

로 재해석하였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소설이 필요한 이유

산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매일 아침 일

어날 때마다 이것을 깨닫기란 쉽지 않다. 작가 문정희

는 “살아 있다는 것은 파도처럼 끝없이 몸을 뒤집는 

것이다”라고 표현한다. 몸을 뒤집는다는 것은 질문

을 던진다는 뜻도 된다. 소말리아 출신의 세 명의 작

가들-누루딘 파라(Nuruddin Farah), 아얀 히르시 알

리(Ayaan Hirsi Ali), 와리스 다리(Waris Dirie)-의 책

들을 읽게 되면, 남자들의 나라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소설을 

읽으며 낯설게 느껴지는 질문의 답을 생각해볼 기회

를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문학은 사회에 중요하다. 문학은 사회를 비춰주는 거

울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문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난

제들을 풀어준다. 소설은 삶에 지쳐있는 독자에게 카

타르시스를 준다. 어떤 이에겐 힐링의 방법이 된다. 

프랑스 작가 클로드 퐁티(Claude Ponti)는 글을 쓰면

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인

간사는 냉정한 팩트만의 집합이 아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문유석 판사는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판사

도 책과 영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 작가 중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년 노벨 문학상 후

보로 추천된다. 그가 쓴 소설 중 『언더그라운드』가 있

다.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지하철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사린가스 를 살포한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고 5510명이 중경상을 입

었다. 그중 다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사

건의 가해자는 옴진리교를 믿는 신자들이었는데, 그

들 중 명문대 출신의 이공계 연구원들도 있었다. 하

루키는 픽션(fiction)을 읽어본 경험의 부재가 엘리트 

과학도들을 광신도로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바로 이

점에 공감하면서 문유석 판사는 문학이 필요한 이유

를 지적한다. 

검증된 법칙과 데이터의 세계에서만 살던 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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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쇼코(옴진리교 교주)처럼 통상적인 사고

의 범주를 넘어선 예외적 인간의 극단적인 상상력

과 조우했을 때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다. 협소한 상식에만 갇혀 있는 인간은 비상식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간과 세상을 깊이 이

해하는데 실패하기 십상이다. 아무리 첨단과학이 

필요해도 여전히 더 많은 문학이 필요한 이유다.

 

하루키를 비롯한 수많은 작가들이 보여주듯이, 내

일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안고 살고 있다면, 소설

을 읽어야 한다. 『언더그라운드』는 인간의 삶이란 한 

꺼풀 걷어내고 보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걸 보여준

다. 시카고대 윤리학 교수인 마사 누스바움(Martha 

Nuusbaum)은 소설은 허구라는 가상세계를 통해 독

자의 윤리적 고찰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누스바움은 『사랑의 지식』에서 소설은  우

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지를 더 잘 가르쳐준

협소한 상식에만 갇혀 있는 인간은 

비상식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간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실패하기 십상이다. 

아무리 첨단과학이 필요해도 

여전히 더 많은 문학이 필요한 이유다.

다고 지적한다. 소설은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가 

갖는 가치를 재점검한다.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린가스 살포나 르완다의 인종청소 같은 비극이 일

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끔찍한 일

을 저지를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사린가스 사건의 주

동자는 과학도였다. 르완다에서 다수 종족인 후투족

과 소수종족인 투치족이 있다. 이들은 동일한 언어

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같은 마을에서 농사지

으며 함께 살았다. 벨기에가 이곳을 식민지로 만들면

서 투치족을 지배계급으로 삼아 다수인 후투족을 지

배했다. 르완다가 독립하자, 투치족은 2등 국민으로 

전락했고, 훗날 일어날 대학살의 원인이 되었다. 『내 

이름은 임마꿀레』는 투치족 한 소녀에게 일어난 비

극을 보여준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가 소설에 

끌리는 이유는 그것이 풀어내는 이야기 때문일 것이

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해결책을 약속

한다. 우리는 숨죽이며 이야기가 어떻게 끝맺게 될지 

기다린다. 이야기의 결말도 독자는 궁금하지만, 그 결

말이 갖는 의미에도 관심을 갖는다. 소설은 워렌이 말

했듯이 독자에게 필요했으나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

도 몰랐던 것을 일깨워준다. 문유석 판사는 수많은 

사건처리에 허덕이다보면 사건 당사자를 인간이 아

닌 일의 대상으로 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자

신에게 적용한다.

복제인간을 다룬 클론 서사(clone narrative)는 SF 소

설이 즐겨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이다. 클론을 주인공

으로 복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클론 서사는 인간



글 |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

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

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

을 강의하며, J.M.쿳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

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복제의 윤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에서 영국작가 가즈오 이시구

로는 인간의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복제되어 온 존재

인 클론들을 다룬다. 클론들은 그저 의학재료를 공급

하기 위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어차피 기증 후 죽

게 될 자신들의 작품을 수집한 이유를 묻는 토미에

게, 마담과 에밀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작품이란 그걸 만든 이의 내적 자아를 드러내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나? 너희의 작품이 너의의 

‘영혼’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 우리가 너희 작

품을 걷어 온 건 거기에 너희의 영혼이 드러나 있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좀 더 세련되게 말하자

면 그걸로 너희한테도 영혼이라는 게 있음이 증

명되기 때문이란 말이다.

에밀리 선생님은 클론인 캐시에게 장기교체로 암을 

치유할 수 있게 된 세상에서 과연 그 치료를 포기하

고 희망 없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물으며 답

한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너희 존재를 생각하지 않

으려 했단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우리와

는 별개의 존재라고,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스스

로에게 납득시켰기 때문이지. 그것이 우리의 작

은 운동이 시작되기 전의 실상이었단다. 우리가 

무엇에 맞서야 했는지 알겠지?

마담과 에밀리 선생님이 시작한 일은 불가능에 가까

운 일이었다. 이것은 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

에 반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장애나 결핍은 즉각적인 

답을 원한다. 하지만 소설은 우리에게 인간이 인간다

워지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고통

과 쓰라림, 혹은 모욕과 배반의 감정을 수반하지 않고

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소설 곳곳에 깊고

도 오래가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대로 될 것이다. 소설

은 그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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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는 생명

1. 제거된 생명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기능적으로 이해했다. 신들에게 인간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생산하고 허드렛일을 대신 시키기 위해 만든 

도구적인 존재들이었다. 오늘 날로 치면 농기계나 세

탁기나 다를 것이 없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

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었던 것

이다. 만약 누군가 가족과 사회에서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면 그는 살 가치가 없는 존

재, 반드시 제거 되어야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러

한 이유로 이들 나라에서는 0~3세 사이의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의 살 가치를 판정할 수 있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반드시 죽이도록 권

유 받았다.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잉여 인간이며, 사

회적 불행이고, 가족의 수치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는 1세기 무렵 사해 사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유대교의 쿰란 공동체가 남긴 문서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이들은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공동체에 장애인들을 포함

시키지 않았다. 비록 장애 영유아를 살해하지는 않았

을 지라도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경건하

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는 바리새파들도 동일하였

으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 했던 당시의 

생명과 장애에 대한 상식이었다.

2. 제거되는 생명

이러한 인간 생명에 대한 이해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

에 발맞추어 그 형태를 변형하여 현대에도 지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전검사

를 통한 장애 판별과 이에 뒤따르는 낙태이다. 2010

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 해 약 17

만 건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는 데, 그 중 16.3%, 약 2

만 건 이상의 낙태가 태아의 건강 때문이었다. 이 조

사를 신뢰한다면 이들 대다수는 산전검사를 통한 낙

태임이 분명하다. 다양한 산전검사 기법을 통해 감

별된 상당수의 장애태아들이 부모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낙태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산전검사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비록 장애로 인

한 본인과 가족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상당수

의 장애를 지닌 태아들이 생명의 기회조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탈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메

일렌더는 현대 산전검사와 유전자검사가 ‘사생활’과 

이춘성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윤리 박사과정)



‘선택’이라는 언어와 결합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므

로 정부는 결함이 있는 태아의 낙태를 정부의 공적인 

판단의 대상에서 제거하여 사적이며 개인적인 선택

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태아

를 독립된 생명이 아닌 산모에 기생하는 산모의 소유

물로 여긴다는 뜻이다. 비록 과거와 같이 장애를 죄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없을 지라도 여전히 장애

는 부모와 장애 당사자의 고통을 유발하는 제거되어

야할 생명인 것이다.

3. 불필요한 고통과 생명

이에 대해서 푸르디(Laura M. Purdy)는 Genetics 

and Reproductive Risk: Can Having Children Be 

Immoral?에서 태아를 가능성 있는 인간(possible 

human)이라고 정의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과

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미리 예측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태아의 출생이 유전병인 헌팅턴 질

병(Huntington’s Disease)처럼 불필요한 불행을 가정

에 가져다주고 당사자도 그러한 결과가 당연히 예측 

된다면 낙태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근거로 그는 출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 질문한다. 그는 “자녀를 원하는 이유는 가정의 삶

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랑하고 동반적 감

정, 아이가 성장하도록 돌보고, 고통과 성취를 나누

고, 다음 세대의 구성원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것이

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근거로 그는 입양이나 산전

검사와 같은 새로운 출산 기술이 유전적 결함을 후세

대에 물려주지 않도록 돕는 좋은 도구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에는 미리 예측되는 고통은 불필요한 

고통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통을 미

리 제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개인이 선택하여 사

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

대인의 판단을 지배하는 공감(compassion)과 인정

(consent)이라는 두 핵심 덕목(cardinal virtue)에 기

인한다. 상대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상대

의 고통을 무조건 공감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아는 가능성 있는 인간(possible 

human)일 뿐 아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이 예상 될 경우, 부모 개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의 선택을 인정하여 낙태하는 것이 윤리적인 선택

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푸르디가 주장하는 ‘불필

요한 고통’이란 어쩐지 종교적인 언어인 ‘죄’라는 말

과 매우 유사한 말로 들린다. 종교에서 죄란 제거되

어야할 대상이며, 인간의 행복을 가로 막는 고통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비종교화, 세속화 

시대인 현대에서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달라졌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서 유전되고 있다. 그

러면 기독교도 일반 종교와 동일한 의미로 죄를 이

해하고 있을까?

4. 생명의 가치

기독교는 ‘죄’란 단어를 일반적인 종교와 다른 의미

에서 사용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의 죄란 단순한 윤

리적, 도덕적 행위의 어긋남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

『개혁주의 인간론』 

앤서니 후크마.

이용중 옮김.

서울:부흥과개혁사, 2012.

지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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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성, 제거되는 생명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 

길버트 메일랜더.

박재현, 이일학 옮김. 

서울: 킹덤북스, 2015

지금 읽기

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현상이나 행동이 아니라 상

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은 선행을 통해 자신의 죄행을 속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무한

한 속죄를 믿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볼 때, 기독교의 죄 개념은 인간의 속죄를 통해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타 종교의 죄 개념이나, 불필

요한 고통을 개인의 선택과 인간의 의학적 기술을 통

해 제거 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결을 달리 한다. 기독

교는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

게 성자 예수님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

독교에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인간은 죄, 곧 

불필요한 고통 속에 있다. 단지 장애는 그 다양한 현

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현상은 근본적으로 제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는 죄와 별개이다. 생명의 가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신적 명제에 

기인한다. 인간의 생명을 동물이나 곤충과 다르게 대

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하

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

을 닮았다거나,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적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거나, 어느 특정 부분이 닮았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다. 화란의 개혁주의 신

학자인 바빙크는 인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 즉 전

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다…중요한 것은 전인이 총제

적 하나님의 형상,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

는 사실을 고수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 인간의 모

든 기능, 지식, 의, 거룩함의 미덕, 그리고 인간의 몸조

차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

상을 지니거나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

상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

님의 소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 즉 신성 전체

가 인간의 원형이다.(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단권 축

약판」, 564쪽)

이러한 이유로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 했을지

라도 인간의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바빙크는 이러한 인간을 향해 성경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한다. “타락한 인간도 여전

히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다.”(666쪽)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의 의미를 이해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애 태아가 참

으로 인간이라면 장애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

은 가장 사악한 형태의 차별이다.”(생명윤리학, 196). 

“장애인은 더 적게 차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보호를 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더 사랑 받

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메일랜더는 산전검

사를 통한 장애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은 전 인류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당신은 존재해서 좋습니다.”

5. 장애와 생명(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 주신 사건이 나온다. 길을 지나가던 예수

님에게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물어 본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

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2절) 제자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8장에서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

다”(요한복음 8장 58절)고 말한 것과 연관이 있다. 또

한 8장 5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 가운데 있는 

존재로 소개한다. 이것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과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

을 밝히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소개

와 연관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 된 이유를 질문하고 있다. 후천적으로 소경이 되

었을 경우 그 원인이 분명하게 있는 데, 선천적인 소

경은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원

인은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알 수 있

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

들이란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자

들이 그러한 심오한 뜻을 알고 이런 질문을 하였는지

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서 고백 했듯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했다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부모의 

죄도, 소경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답하신다. 예수님은 

소경이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

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답

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인 4~5절에 나온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

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

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바로 예수님을 통한 낮과 빛의 사역이다. 요한복음은 

낮과 밤, 빛과 어둠 등의 다양한 대비가 나온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

는 사역을 설명하는 단어이다. 9장에는 낮과 밤, 빛과 

어둠, 장애인(소경)과 정상인(바리새인)의 대비가 나

온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그 외모의 부족함이나 결함이 있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것

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정상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교만함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요한복음 9장 39~41절)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

서 소경의 장애와 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셨

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사회적이며 신체적으로 가장 약하며, 차별 받는 

소경을 고쳐 주심으로 구원의 보편성, 누구나 구원을 

받는 데 어떤 조건도 요구 되지 않으며, 하물며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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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 

폴 콕스, 스콧 래.

김상득 옮김.

서울: 살림, 2004.

지금 읽기



일이라 하여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푼

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자하는 뜻이 있다. 그러나 바

리세인들과 유대인들은 구원도 율법적이며, 사회적

인 관습 가운데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님의 구원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는 차라리 이들이 소경이었다면 자신의 죄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과 사회적인 인정으로

부터 자유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소경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눈을 떠 보았지만 실

제로는 예수님을 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소경은 본

적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존재라고 믿었

다.(32~33절)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복이 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

리세인들과 유대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들

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

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34

절) 이들에게 소경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나라에

서는 제거되어야하며, 쫓아버려야 할 ‘불필요한 생명

(고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다. 그것도 은밀하고 은폐

된 가운데서, 또한 너무나 뻔뻔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6. 가장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것이 생명 존중

“죄 가운데” 이것은 현대에 “불필요한 고통 가운

데”라는 말로 바뀌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 윤리

적 규율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비록 태어난 장애인

들을 위한 여러 복지 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인권이라

는 차원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과거보다 더 많이, 은밀

하게 장애와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제거당하고 있다. 

태어날 권리조자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잔인한 생명 경시이며 홀로코스트이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산전검사와 이로 인한 공식적인 

낙태가 바로 합법이란 태두리 안에서 은폐된 추악한 

죄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생명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

를 통해 세상을 향해 외치신다. 은폐된 죄를 낮의 밝

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어

떤 조건에 있든지 하물며 부모로부터도 거절당한 보

이지 않고 자궁 속 장애 태아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존재해서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귀한 

존재라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생명을 위한 위대

한 구원의 이야기이며 진리라는 사실이 우리 안과 밖

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복음은 단순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리이다.

* 지난 원고의 오류 

- 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라는 용어가 서로 

바꿔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 | 이춘성 

라브리(L’Abri Fellowship)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

제 위원(International Member)으로 청년들과 구도

자들을 위해 일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M.Div.)와 고신대학원에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연구하여 기독교 윤리학 석사(Th. M.)를 하였다. 현

재 세종시에 살면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박사(Ph. D.)과정에서 ‘환대(Hospitality)’를 

주제로 연구 중이며, 유성광명교회 협동목사이다.

열린읽기

이춘성, 제거되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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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김헌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어떤 이들은 성신 하나님1에 대하여서는 오순절 교회에서 

잘 경험할 수 있고, 복음 전파에 대하여서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나 신학적인 지식들은 

개혁교회에서 잘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다양한 입장들을 한데 엮으면 금

상첨화라고 여기고는 이를 ‘꽃다발 신학’이라는 말로 표

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순절 교회도 “성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 나름의 ‘신학’이 있다. 복음주의적 교회도 역시 그 교회

의 신학이 있고 그 신학에 근거하여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

이고 있다. 모든 교회는 나름의 신학이 있어서 그 신학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이지, 어느 한 교회에서 신학을 가져오

고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순

진한 접근이 될 것이다.

또한 어떤 교회의 성신론이 ‘약하다’ 혹은 ‘강하다’ 하는 말

들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외적인 종교 현상들을 두고서 하

는 말이다. 그렇지만 ‘오직 성경’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는 

1. 필자가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성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성신의 인격성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함이다. 한국말로 영(靈)이라

고 하면 사람의 영이 생각나고, 이것을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신(神)이라고 하면 

우리와 다른 분임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성신이

라는 말을 쓴다. 성신을 성령으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성경에서 성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한다. 성경의 교훈으로 종교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은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에 대한 

해설로서, 성신의 위격과 사역에 대하여 가르친다. 즉, 성

신께서 제3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그분이 우

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

원의 은덕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우

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가르친다.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비록 ‘성신에 대한 고백’은 



53문에만 나오지만 ‘성신에 대한 언급’은 요리문답 전체

에 고루 퍼져 있다. 52주일의 분량 가운데 24개 주일에서, 

전체 129문답 가운데 31문답에서 성신에 대한 언급을 찾

아 볼 수 있으며, 그 부분들은 요리문답의 중요한 구조적 

전환점이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고백하는 대목들이다.2 이 

글에서는 53문답에 국한하여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성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지

만, 고대 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신을 그저 영향

력이나 세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늘 있어 왔

다. ‘성신을 부어 주셨다’, ‘성신을 내리셨다’ 하는 성경의 

표현들을 오해함으로 인해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지기도 

하였다(행 2:33; 10:38, 44, 45).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가 성신의 위격과 사역을 더 쉽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어

진 것들이다. 성신의 사역을 생수나 바람, 혹은 불로 표현

하기도 한다. 오순절에 임한 성신 하나님은 신자의 안에서

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였다(요 7:37-39). 

또한 그분은 ‘바람’으로 비유되었다(요 3:8. 참조. 요 20:22). 

아무도 바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거듭나게 하

는 일을 주권적으로 표현하려고 성신을 바람으로 비유하

였다. 또한 그분은 ‘불’로 묘사되어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

2. 졸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신론과 신자의 삶 - 신

령하고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삶”, 「성약출판소식」 78, 79호

(2010, 2011년).

F. Klooster의 분류를 따르면, 53문의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

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언급하는 문답은 21, 23, 

24, 25문이고, “나에게도 주어져서”와 관련된 문답은 21, 65문

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심을 언급하는 구절

은 49, 51, (55), 74, 76문이고, “나를 위로하고”와 관련된 문

답은 1, 2, 52, 53, 57, 58문이며, “영원히 나와 함께하십니다”

와 관련된 문답은 70, 72, 73, 74, 76문이다. F. Klooster, Our 

Only Comfort (Faith Alive, 2001), 674.

으로 가르쳤다(마 3:11).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허투루 이해

하여 성신을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거나 사람의 종교적 행

위로 그분을 조정하려 하는 태도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성신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

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즉 성신은 성부와 성

자‘처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성부와 성

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표현은 

성신의 존재와 사역이 성부와 성자의 존재 및 사역과 더불

어 생각하여야 할 주제임을 함축한다. 성신은 성자께서 성

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주신 분(요 15:26; 행 2:33), 달리 

말하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이시다. 따라서 성

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신다. 예수께서 항상 성부 하

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성부 하나님만을 나타내신 것처

럼(요 8:29), 성신께서도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고 오직 보내

신 분인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신다(요 16:14). 그래서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린다(롬 8:9).

성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아름

답게 요약하였다.

성신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상을 갖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다.3

2. 성신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는 “성신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하고 고백한다. 성신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분

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신 분이다. 성신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단을 써서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만 받을 수 있다

3. Andre Pery, Heidelberg Catechism with Commentary 

(Pilgrim Press, 196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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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후 1:21-22). 우리는 성신을 선물로 받을 뿐 아니라, 성신

께서 주시는 은사도 그분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대로 받는다(고전 12:11).

성신을 나의 노력이나 수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

다. 태초에 수면 위를 덮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신을 과

연 어떤 피조물이 ‘조작’할 수 있겠는가(참조. 시 104:30)?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종교적인 노

력을 함으로써 성신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고 믿기도 한다. 그러한 “은사 운동

들”은 성신께서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라는 사실을 간

과한 채 성신을 ‘갖기 위한 방법’을 전수하는 데에 근원적

인 문제가 있다.

요리문답은 성신이 ‘나에게’ 주어지셨다고 고백하지 않고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셨다고 고백한다. “또한 나에

게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성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지셨으며, 

이 교회 안에는 개인인 나도 포함된다. 신약의 교회는 성신

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날에 세워졌다. 그때에 그 자리에 모

였던 사람이 ‘다’ 성신의 충만함을 받았다(행 2:4). 오순절 

이후로 성신께서는 계속 교회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

치신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성신을 통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신을 마시게”(고전 12:13) 되었다. 우리는 성신께서 거

하시는 성전이고(고전 3:16),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

아가게’ 된 자들이며(엡 2:18), 또한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

는 사람들이다(엡 2:22).

3. 성신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

53문에서 성신의 사역으로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성신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이

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같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은덕이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덕에 참

여한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한

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러

한 구원의 은덕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신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연

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구원의 은덕을 누리

오순절에 성신께서 불과 같은 모양으로 임한 것을 그린 서방 전통 (12세기. 알사스의 Hohenburg 수도원)



게 하신다. 칼빈의 표현처럼, “성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끈이시다.”4 성신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성신께서, 우리를 성

자를 통하여 성부께로 이끄시는 것이다.

둘째, 나를 위로하신다.

성신은 ‘다른 보혜사’이신데(요 14:16, 17; 15:26) 보혜사라

는 말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며, 법

정에서 변호하는 역할을 가리키기도 하고, ‘위로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위로자로서 성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

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

하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과 연결된다. 1문의 표현대로 성

신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는데, 이것은 살

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이다.

셋째,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신은 결코 우

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다(요 14:16-18). 성신을 보내실 일을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18절) 하셨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

리와 함께하신다.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써, 그분

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

신다(마 28:20).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

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롬 

8:11).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영’이시다(벧전 3:13, 14). 우리가 하나님 나

라라는 기업을 얻을 것을 보장하시고 인 쳐 주시는 분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성신이시다(엡 1:13, 14). 비록 아직은 우리

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

4. 『기독교강요』, 3권 1장 1절.

지만, 부활의 성신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우

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다는 이 사실이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보증이다.

4. 성신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 말씀으로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신께서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

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하신다. 우리가 중생의 은혜

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

는 것이다(벧전 1:23).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려면 그

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롬 10:17). 성신께

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말씀을 사용하신다. 성

신께서는 성경 기자를 감동하여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시

므로 말씀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말

씀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 마치 성자 예

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심에

도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신께서는 말씀에 갇혀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성신을 알 수 없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18

김헌수, 성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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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절에 성신께서 임한 것을 그린 동방 전통



글 | 김헌수

총신대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

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

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

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

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

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

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

대사상』 등이 있다.

둘째, 믿음으로

성신께서는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을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한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믿고 새사람

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바로 성신의 인

도를 받는 삶이다. 성신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은덕

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갈 2:20),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 성신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간절히 구하는 자

에게 성신을 주신다(눅 11:13). 주님의 은혜와 성신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신을 내려 주신다(116문).

성신은 우리를 유기적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빈 자루처

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채워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유기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신

께서 활동하시지만 효과는 다르다. 예를 들자면, 파이프 오

르간에 똑같은 공기를 들여보내더라도 어느 파이프와 연결

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 동일한 성신이지만 사

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원칙인 

말씀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데서 자신

의 길에 대한 주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시험하

고 근심케 하는 일이다. 또한 이미 ‘말씀’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 주셨는데도 불구

하고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신비한 경험을 찾는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내신 방식을 무시하는 그릇된 태도이다. 성신은 

내가 종교적인 기술이나 비법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

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므로 성신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마련이다.

5. 결론

성신에 대하여서 오늘날 사람들이 워낙 여러 가지로 이야

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아예 무

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말씀과 무관하거나 그

리스도와 무관한 성신론은 경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리

스도인이 되는 일이나 그 후의 삶에서 성신의 역할은 절대

적이기 때문에 성신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반드시 있어야 한

다. 누구든지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갈 수 없으며(요 3:5),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

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롬 8:9). 육신을 좇으면 사망에 이르

지만 성신을 좇으면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롬 8:5-7), 신자

는 성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엡 4:30) 소멸

하지도 말고(살전 5:19) 오직 성신을 좇아서 행해야 할 것

이다(갈 5:16). 나무가 열매를 억지로 맺을 수 없듯이, 성

신의 열매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

께 연결되었을 때에 아홉 가지 측면을 가진 성신의 열매(갈 

5:22-23)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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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도시를 가다 #17

추태화, 뮐하우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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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뮐하우젠: 뮌처 vs. 루터

Mue
hlh
aus
en

루터의 도시를 가다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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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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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처는 활동 초기 루터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뮌처는 루터를 오해했다. 루

터가 강조한 자유는 그리스

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였다. 

루터에게 그리스도인은 하

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

사로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였다. 그러기에 자유를 누

려도 사랑이 전제되었다. 반면 뮌처가 생각한 자유는 사랑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었다. 귀족에 대한 

증오로 불타오르는 농민들의 행동은 방종에 가까웠다. 관용, 용서, 화해 같은 것은 뮌처 사전에 없었

다. 루터는 귀족이 소유하고 있는 “칼”에 대해 신중했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공

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

응하는 자니라.”(롬 13:4) 귀족의 칼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사용될 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도

구였다. 하지만 뮌처는 칼을 왜곡하므로 폭력으로 돌변하게 했다. 농민의 손에 쥐어진 칼은 많은 귀

족을 도륙하는데 사용되었다. 

루터의 성경을 통한 개혁사상은 사회를 진동시켰다. 독일 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개신교 신앙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세상이 재편되고 있었다. 이 현상은 다르게 보자면 혼란기로 보였다. 

루터는 이 혼란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고자 목적하였다면, 뮌처는 이 혼란기를 종말 

현상으로 보았다. 루터는 교황을 사탄으로 비판한 반면, 뮌처는 귀족 전체를 사탄으로 보았다. 뮌처

의 과격성은 여기서 증폭된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탄이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는 것처럼, 지배자

들을 사탄이 변장한 모습이라고 여겼다. 귀족은 곧 농민의 적이었다. 

세상은 사탄의 등장으로 대혼란에 빠져들고 농민들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뮌처가 주장한 믿음은 사회 전복을 위한 믿음이었다. 성경에서 이모저모 추출하여 조립한 모자이크 

같은 사상이었다. 뮌처는 급진적 사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농민들을 몰아넣었다. 루터는 이들을 

“쥐떼”라고 불렀다. 올바른 목표도 없이 몰려다니며 질서를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보았다. 루터는 결

코 무장한 농민을 도울 수 없었다. 16세기, 뮌처나 루터가 개혁가임은 틀림없지만 과연 누가 하나님

의 마음에 합한 개혁가일까. 그리고 오늘날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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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VIEW  

July 2017

51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1930년대 독일 슈투트가르트를 배경으로 유대인 소년과 독일 귀족 소년의 우정을 그린 프레드 울만의 소설입니다. 독일 

서남부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두 소년의 우정 이야기는 히틀러와 나치즘이 대두하는 시대적 배경과 절

묘하게 병치되어, 제2차 세계 대전의 잔학상에 나뒹굴게 하지 않고도 인간의 추악함과 숭고함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Recommend   

동급생

프레드 울만 | 열린책들



Thanksgive’s Think

근원에 가까울수록 그를 죽을 수 있고

근원에서 멀수록 그를 위해 죽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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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혹시 사귀니?

프레드 울만은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1930년대를 묘사한다. 당시는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스가 사

회주의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참이었고, 항상 몰락의 위협을 받았던 중산 계급과 

병사, 장교, 중소농민,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와 실업자 들이 나치스의 대중적 기초가 된

다. 이들 뿐만 아니라 대자본가 층과 군부 세력도 계급투쟁을 배격하고 강대 독일의 건설을 꿈꾸며 

군국주의 국가건설, 독재정치 수립, 독일의 유럽 제패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나치스를 

지지한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독일 서남부 슈바벤 지역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유대인 소년 한스와 

독일 귀족 소년 콘라딘이 우정을 싹 틔운다. 각자의 보물을 공유하고 한스의 말로 ‘괴테보다 더 위

대한’ 횔덜린의 시를 낭송하며 두 소년은 자신들이 만든 마법의 영역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우

정을 나눈다. 한스는 콘라딘의 존재만으로 평소 존경하던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콘라딘을 

깍듯하게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를 잠시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우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

다. 그러나 동쪽에서 시작된 폭풍이 점차 서쪽까지 영역을 확대해 이들의 관계에 어둠을 드리운다. 

귀족 출신으로 히틀러를 지지하는 부모님께 콘라딘은 한스를 소개할 수 없었고 나치스에 의해 확산

된 반(反)유대주의는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한스가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가기 

전, 콘라딘은 편지에 횔덜린의 시를 적어 보낸다.

‘근원 가까이에 깃들인 것은 그곳을 떠나길 꺼려하는 법이니’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었으

나, 한스도 콘라딘도 그들은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책을 덮는 순간, 그들

의 꿈이 다시금 아름답게 가슴을 울린다. 마음 속 이상을 꿈꾸며 삶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Thank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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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호, 『 현명한 피』 플래너리 오코너

그로테스크 리얼리즘과 “죄”와 “구원”의 문제

들어가는 말 

미국의 소설가 플래너리 오코너 (1925-1964)의 첫번째 소설 <현명

한 피> (1952)는 소위 “성서지대”라 불리는 미국 남부의 2차대전후 

종교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미국 특유의 열성적인 복음주의 개신교

의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이다. 루프스 병으로 39세에 요절한 오

코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작가는 가톨릭의 

시각으로 미국 남부 개신교의 문제점을 풍자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녀는 인간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종교적 본능이나 감수성이 어떻게 기

괴하고 희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작가는 그의 2판 저

자 서문(1962)에서 “이 소설은 마지못해 그리스도인이 된 한 인물에 

대한 희극소설이며, 모든 훌륭한 희극소설이 그렇듯 삶과 죽음의 문제

를 다루므로 매우 진지한 소설”이라고 선언한다. 이 소설은 윌리엄 포

크너나 나타나엘 웨스트 등의 소위 미국 남부 고딕 소설의 전통과 그

로테스크 문학의 계보 속에 놓여있다. 미국 남부 테네시 주의 농촌지역의 가상 소도시인 톨키햄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은 모두 다 소외되고 고립된 비정상적인 광신자들이다. 이들을 통해 작가는 

과연 오도된 종교적 열정과 광기 속에서 진정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의 순회 설교자 되기  

이 소설은 세계대전에 참전 중 부상을 당한 후 고향인 테네시 주로 귀환하는 주인공 헤이즐 모츠의 이야기로 시

작된다. 22세의 청년 모츠는 남부의 농촌 산골에서 자라며 열성적인 순회 설교자였던 조부의 영향으로 자신도 

커서 조부처럼 되고자 했다. 그러나 18세에 입대하여 4년간의 군생활에서 갖은 폭력, 부조리, 모순을 체험한 

모츠는 허무주의에 빠져 반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길에서 받은 기독교 전단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리

스도 없는 교회”를 세우고 외로운 예언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물론 그는 무신론자가 된 것이 아니다. 역설적이

게도 그는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회복하려는 광적인 열정에 빠진다. 거리에서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

서 진리를 설파하는 순회설교자가 된다. 그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눈먼 자가 보지 못하고 절름발이가 걷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 교회이다. 희비극의 주인공 모츠는 자신은 “진리”만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

수는 거짓말쟁이이고 타락, 구원, 심판도 없다고 설교한다. 

모츠의 주위 인물들도 매우 희극적이고 기이한 인물들이다. 그의 추종자인 18세의 편집증 환자인 에녹 에머리

는 박물관의 “쪼글쪼글한 깜둥이 혼혈 난장이” 미이라를 숭배한다. 모츠의 경쟁자인 복음주위 설교자 후버 쇼

츠는 “새로운 예수”를 만들어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만든 돈 밖에 모르는 가짜 순회 설교

자이다. 또 다른 거리의 선교자인 아사 호크스는 자신의 구원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거짓으로 자기 눈을 

멀게 만들었다. 호크스의 음란한 어린 딸 사바스는 주인공 모츠를 노골적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모츠는 농촌 소

현명한 피
플래너리 오코너 지음

허명수 옮김

IVP



책 속의 한 줄

“그리스도의 교회!” 헤이즈가 번복했다. “난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전합니다. 나는 맹인이 보지 못하고 절름발이가 

걷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죽은 채 있는 교회의 성도이자 목사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

서는 예수의 피가 구원과 엮여있지 않음을 알려줄 겁니다.” p.121                                                                                                

“나는 온갖 종류의 진리에 관해 설교합니다. 여러분의 진리와 다른 누군가의 진리에 관해서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오직 한 가지 진리만 존재합니다. 진리가 없다는 진리죠. 모든 진리 뒤에는 아무 진리가 없다는 것이 나와 이 

교회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p.185                                                                                                                                       

정정호 / 문학평론가 / 쉽고 재미있는 글을 쓰고자하는 문필가  

도시인 톨키햄에 정착하면서 창녀 와츠 부인과 함께 지내고 그 후에는 과부인 플러드 부인의 집에 세들었다. 그

녀는 처음에는 모츠와 결혼해 그를 주립정신병원으로 보내고자 했으나 그의 상이 군인 연금을 탐내어 함께 살

고자 하였다. 결국 모츠는 후버 쇼츠가 노상 설교를 위해 고용한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솔러스 레이필드를 

살해하기까지 한다. 레이필드가 죽기 직전에 모츠는 그에게 “내가 못 참는 것 두 가지가 있어. 진짜가 아닌 사

람과 진짜를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기 고통을 통한 다시 태어나기 

주인공 모츠는 레이필드를 살해한 후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어느날 모츠는 석회를 사 양

동이에 물을 부어 자신의 눈을 스스로 멀게 해 “예수에 미친 맹인”이 되었다. 집주인 폴러드 부인은 “그에게 특

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에 대해 눈이 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보지 않았다면, 왜 

눈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단 말인가”하고 기이하게 생각했다. 

모츠는 1달러 짜리 지폐와 동전들을 모두 쓰레기 통에 버렸다. 그는 모래, 깨진 유리조각, 작은 돌로 바닥을 깐 

신발을 신고 다녔다. 이에 놀란 폴라드 부인은 모츠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가를 치루기 위해서요”

라 대답했다. 또한 그는 잘 때 잠옷의 앞쪽 밑부분에 가시 돋친 철사를 넣었다. 폴라드 부인이 또 물었다. 그는 

“내가 깨끗하지 않아서요”라 대답했다. 

차가운 비가 퍼붓는 어느날 밤에 모츠는 지팡이로 더듬으며 여주인이 말리는 중에 유랑의 길을 위하여 그 집

을 나왔다. 이틀 후 젊은 경찰관 두 명이 순찰 중에 건설현장 근처 배수조에 쓰러져 있는 모츠를 찾아냈다. 폴라

드 부인이 이미 모츠를 월세를 떼먹고 도망간 맹인으로 신고하였다. 모츠는 젊은 경찰관들에게 “나는 가던 데

로 계속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월세를 내지 않고 도주한 남자를 그대로 돌려 보낼 수

는 없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한 경찰관이 경찰봉으로 모츠의 머리를 내리쳐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츠를 집주인 여자에게 데려다주었다. 그녀는 모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 그가 더욱 더 멀리, 

바늘 구멍만한 빛이 될 때까지 어둠 속으로 더욱 더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을 보았다.”  

작가 오코너는 이 소설에서 고딕적인 장면들과 그로테스크한 인물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

WORL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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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 기호와 해석의 몽타주』 이영진

대학입시를 위해 논술 강의를 들을 때, 서울대 미학과 교수님의 강의

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교수님의 말씀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을 담고 있었다. 그때부터 “미학”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시

간이 지나면서 미학은 아름다움을 감성적으로 인식하며, 기호와 상징

의 의미를 읽어내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영화 또는 

미술의 해석에서 미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왜냐하

면 평범해 보이는 기호에서도 놀라운 해석과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초월성

영화는 때로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다룬다. 현실 너머의 초월적인 부

분은 종종 인간에게 관심과 경이의 대상이 된다. 이번 책에서 소개한 

14개의 영화 중 10개의 영화가 초월적인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퇴마의식, 지옥, 좀비와 같은 내용들이 다루어진다. 초월적인 존

재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

해 위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와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생긴다. 과연 교회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에 정직하

게 대답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본다. 사람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직

하게 대답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사람들의 질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답을 제시하려고 하기 전에,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중요하다.

해석의 한계와 충돌

이 책은 한 번에 14개의 영화를 소개하다 보니 하나의 내용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었다. 영화의 수를 줄이고 보

다 심도 있는 해석을 진행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의 영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진행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영화 해석에 있어 종교개혁의 세계관과 충돌하는 부분도 발견된다. 저자

는 단테의 신곡을 다룬 영화인 “인페르노”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실제로 현재 그 병원균이 

우리 사회에 창궐하고 있다. 베아트리체를 갈망하는 희망의 정화 시간인 ‘연옥’ 즉 지옥 ‘인페르노’와 천국 ‘파

라디소’의 중간 지대인 ‘푸르가토리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p259)” 저자는 “인페르노” 해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종교개혁의 전통은 연옥설을 정면으로 부인한다. 저자의 주장은 종교개

혁의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기호와 해석의 몽타주
이영진 지음

홍성사

책 속의 한 줄

복수는 하나님의 것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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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길거리전

도나 돌진적인 사영리식 전도법에 회의감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이 많

다. 과격하고 비인격적인 전도법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만, 안타깝

게도 이를 대치할 좋은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어느

새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

당해야할 기독교 신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신자의 

갈등과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 시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전도법을 제시한다. 

저자 조나단 도슨은 처음에 전도가 어려운 이유부터 분석한다. 문화

적, 방법적, 지적 측면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

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인정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도 뜨끔했는데, 곰곰

이 생각할수록 맞는 지적이었다. 내 주변에도 사회생활에서 ‘보수성’, 

‘배타성’ 등의 편견을 야기시키는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득

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 전도에 소극적인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잠29:25)”

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다. 주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복음은 속박이 아

니라 해방임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한다.

저자는 복음을 ‘역사, 개인, 우주’의 삼차원으로 나눠서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복음(예

수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한 교리)과 개인적 복음(개인의 변화로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을 회복)을 통해서 우주

적 복음까지 이어져야 복음이 온전해진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름에 맞게 사회

적 병폐 치유와 위대한 문화를 형성하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는 개인 구원만 강조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

금이 되기까지 복음은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저자의 전도사례를 다루었는데, 핵심은 다양한 개인

에게 맞춤식으로 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전도대상자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의 삶을 이해하면서 그에 맞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도 전도대상의 이해능력과 상황

을 세심하게 배려하곤 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지혜와 

사랑을 구하면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며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믿

어야 한다. 저자의 전도사례 중에 마약중독에 빠졌던 청년 제임스가 저자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지 열흘 만에 

뇌막염으로 세상을 떠난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주저하는 사이에 그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음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 같다.

책 속의 한 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상대방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빡빡한 일정을 수정하고, 정형화된 대답을 피하고, 진

심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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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7년 5월 31일 마감기준)

※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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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7년 5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500,000

인건비

일반급여 5,899,000

임원회비 520,000 기타급여 0

일반회비 5,765,000 소계 5,899,000

기관후원금 3,5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1,760,000

월보구독료 608,000 사무실관리비 611,790

CTC후원금 130,000 통신비 194,180

학술지원금 1,000,000 우편료 28,500

VIEW후원금 400,000 소모품비 44,020

기타후원금 0 식비 434,850

비품 303,750

복리후생비 1,165,220

퇴직연금 3,399,000

회의비 75,000

교육비 11,700

회계용역비 275,000

기타 227,385

소계 8,530,395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129,725

VIEW후원금 400,000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12,473,000 소계 1,529,725

기타수입

기타수입 30,00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0

CUP매각금(분납) 400,000 인쇄비 0

예수금 524,530 발송비 911,580

소계 954,530 소계 911,58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홍보및기타 2,729,020

학술지심사비 420,000 학회자료제작비 1,168,250

학술지게재료 0 학회강사료 200,000

학회행사수입 1,770,000 학술지심사료 0

학회기타수입 0 학회기타 150,000

소계 2,290,000 소계 4,247,270

당월 수입액 15,717,530 당월 지출액 21,117,970

전월 이월액 48,767,669 차월 이월액 43,367,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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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수입

월광고비 1,700,000

인건비

일반급여 900,000

기타급여 0

소계 900,000

제작비

디자인비 1,122,000

인쇄비 2,562,725

소계 3,684,725

경상비

우편발송비 28,000

회계용역비 220,000

식비 91,540

도서구입비 17,500

소모품비 40,900

통신비 63,160

수리비 99,000

소계 1,700,000 소계 560,1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0

기타

세금 150,230

기타수입 285,600 기타 500

예수금 54,450

소계 340,050 소계 150,730

당월 수입액 2,040,050 당월 지출액 5,295,555

전월 이월액 24,800,614 차월 이월액 21,5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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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희, 하*진, 한*영, 한*영, 한*실, 한*진, 한*수, 허*아, 허 *, 허*영, 허 *, 현*건, 홍*화, 홍*화, 홍*원, 홍*호, 홍*희, 홍*석, 홍*인, 홍*호, 황*철, 황*웅, 황*

준, 황*환, 황*서, 황*경, 황*숙, 무 명 1만5천 김*화, 박*호, 박*진, 정*섭 2만 David *, 강*훈, 강*란, 고*경, 김*라, 김*식, 김*숙, 김*희, 노*환, 박*모, 배*민, 

백*석, 송*호, 신*학, 오*희, 우*정, 이 *, 이*서, 이*희, 이*아, 정*희, 조*근, 하*호, 황*정 3만 김*민, 김*원, 김*룡, 문*윤, 문*영, 문*호, 박*진, 박*현, 박*주, 서*

록, 손*옥, 송*현, 오*석, 오*나, 우*훈, 이*호, 이*형, 이*실, 임*옥, 최 *, 최*준, 추*화, 황*진 4만 박*호, 이*달, 이*희 5만 김*락, 김*호, 박*식, 서*희, 송*상, 윤*

찬, 장*영, 정*애, 조*대, 최*일, 한*식 6만 강*구 8만 권*아, 김*광 9만 김*원 10만 박*은, 손*호, 송*규, 신*원, 윤*철, 전*식 14만 소*희 15만 채*헌 31만 이*숙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 8,923,000원

5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성덕중앙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글로벌한가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남교회, 새언

약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신석교회, 예심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한강중앙교회, 흰돌교회 15만 새길침례교회 20만 금성교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

영로교회, 언약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젼

기관후원금

광고

기쁨병원, 삼성전자, 홍성사, DCTY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월드뷰> 후원계좌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예금주: 세상바로보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

김성민, 주님의십자가교회, 중앙대학교회 

월간 <월드뷰>



[임원 토론] 

1박 2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임원 토론

동역회의 방향성과 사역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박

2일간 이어질 본 토론회는, 실행위원, 학회임원, 이사 뿐만 아니

라 오랜 동역자인 지난 임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세계관

동역회의 다양한 여러 사역 이야기, 다음세대를 논하려 합니다. 

.  일시 : 2017.6/30(금)~7/1(토)

.  주제 : 동역회,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  대상 : 세계관동역회 전체 임원, 전 임원  

[3차 실행위원회의] 

2017년 3차 실행위원회의

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회의가 있습니다.   

.  일시 : 2017.7/17.(월) 저녁 6시

.  장소 : 사당 사무국(과천대로 939 지하1층 B107)

  

[2차 이사회] 

2017년 2차 이사회의

세계관동역회 이사회의가 있습니다. 임원들이 함께 모이는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  일시 : 2017.7/24.(월) 저녁 6시

.  장소 : 사당 사무국(과천대로 939 지하1층 B107)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입학설명회   

뱐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의 입학설명회가 있습니다.  

.  일시 : 2017. 7/25(목) 저녁 7~9시

.  장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뒤돌아 200m직진, 

              100주년기념교회가 아닙니다.) 

.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IEW 홈페이지 : http://www.view.edu

.  문의 : 김성경 실장(한국지부, viewinkorea@gmail.com)

[간사 사임] 김고운 팀장

무엇보다 친절하고도 정직하게 재정 및 행정을 담당해온 김고운 

팀장이 좋은 소식으로 사임합니다. 수고한 주의 자매에게 격려와 

축복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김고운 팀장의 뒤를 이어 함께 

하는 신신디 간사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    *    * 

7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6/30(금)~7/1(토) 1박2일 세계관동역회 임원토론회

7/24(월) 2차 이사회

7/25(화) VIEW입학설명회

WORLDVIEW nEWS

WORLDVIEW

사무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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