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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표지인물에는 네덜란드 아펄도우른

(Apeldoorn) 신학대학교 셀더하위스(Herman 

Selderhuis) 총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세계칼빈

주의학회 회장이자 ‘Refo 500’의 총 책임자로, 지

난 11월 6일부터 총신대학교에서 진행된 종교개

혁 500주년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2009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칼빈 탄생 500주년 전시회에서 10만 명의 방문자

가 오고, 비신자들도 많이 방문해 하나님을 알리

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번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세계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8년 전부터 기획해 국제기구로 발전시킨 분

입니다. 그의 강연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그가 한

국 교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들어봤습니

다. 종교개혁주간은 지났지만, 지난달에 국내에서 

있었던 의미있는 행사라서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자 모셨습니다. 

이번 호 특집으로는 크리스마스를 다루었습니

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Merry Christmas

인가? Happy Holiday인가? 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크리스천들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

각해보려고 “메리크리스마스인가? 해피홀리데이

인가?”의 주제아래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교

육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탄절이 상업주의에 물들어 젊은

이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

니다. 성탄의 구속사적 의미를 다룬 이상규(고신

대, 교회사)교수에 의하면, 이런 상업주의에 대한 

비난이 이미 4세기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정일 

목사의 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885년부터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빠르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936년 『매일신

보』에서 기사제목을 “기독교인의 손에서 상인의 

대림절과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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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라고 뽑을 정도로 한

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상업화된 것을 염려

했다고 합니다. 서구 국가나 한국이나 타락한 세

상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

다. 백화점 벽에는 빨간 모자에 빨간 선물보따리

를 든 산타가 큼지막하게 걸려있고, 주일학교에

서는 예배 후에 산타복장의 선생님이 선물은 나

누어 주어서, 이제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

인지 산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라은성(총신대, 

역사신학) 교수로부터 산타클로스에 대한 교회사

적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우리나라

의 경우 1900년도에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녀들에게 성탄절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

을지, 신형섭(장신대, 기독교교육과)교수에게 들

어봤습니다. 산타 클로스도 기독교 전통에서 나

온 것이니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자

녀들에게 잘 교육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탄

절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선물 받는데

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

니다.

요즈음에는 도심의 상가나 거리에서 캐롤이 사

라져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아 섭섭하다는 사

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탄절을 조용히 보내서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작권 문제

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들이 반기독

교 정서로 인해서 캐롤을 틀지 않고, 성탄 분위기

의 장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아 우리를 부끄

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경영연구원 박철(고려

대 교수)원장은 크리스마스의 상업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최근의 이런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손봉호(본보 대표

주간) 교수는 “애기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

리지는 말라”는 서양속담을 인용하면서 크리스마

스가 세속화되었다고 성탄일을 무시하는 것은 너

무 아깝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인류 역사에서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일 년 

중에 한번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할 축제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보는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는 

입장은 있으나, 사회문제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

는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기고자의 입장이 다양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견해가 더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되는가를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만

들려고 합니다.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

도이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견해인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겸손

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월호

의 부족한 지면에 대해서는 송인규 교수께서 추천

해주시는 주옥같은 서적들을 읽어서 보충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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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

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

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

재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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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감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문소영(명지대 교수), 문준호((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부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성철 (명지대 교수), 이재희 (가천대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손봉호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효 교수 신국원 교수김승욱 교수

이상규 교수

송인규 교수김태황 교수

조성봉 교수이승구 교수 곽우정 간사조영길 변호사조성돈 교수우종학 교수



‘Refo 500’의 총 책임자 

셀더하위스와의 인터뷰

곽우정: 한국에는 어떤 이유로 방문하셨나요?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신대학

교에서 진행된 종교개혁 500주년 국제학술대회

에 참석하고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Refo500’ 이란 단체의 한국 파트너들과의 회의도 

가졌습니다.

곽우정: ‘Refo 500’의 총책임자로 계시고, 한국에서 

Refo 500 회의도 갖는다고 하셨는데, 이 모임은 어

떤 모임인가요?

지난 2009년, 네덜란드 안에서 칼빈 탄생 500주

년을 맞이해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재직하던 

Apeldoorn 신학교와 Dordrecht 교회, 정부, 미디

어매체 등이 연합하여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이 전

시회는 칼라(Karla ApperlooBoersma)여사가 디

자인하였는데, 당시 약 10만명의 방문자들이 방문

할 정도로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비크리스찬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칼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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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더하위스 교수는 현재 네덜란드의 아펄도우른 신학대학교 (Theological University of Apeldoorn)의 총

장으로 재직 중이며, 세계칼빈주의학회 회장이자 ‘Refo500’의 총 책임자이다. 셀더하위스 교수님의 저서 중 

한국어로 번역된 도서로는 『칼빈 핸드북』(부흥과개혁사)와 『중심에 계신 하나님:칼빈의 시편 신학』(대한기독

교서회), 『루터:루터를 말하다』(세움북스) 등이 있다. 

인터뷰 셀더하위스 교수  \  인터뷰어 곽우정, 이충광  \  통번역 김화평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궁금해 하며 성경

책을 구입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 때 저는 이런 전

시회가 하나님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구

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칼라 여사는 8년 

뒤에 있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생각하며 

‘Refo 500’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이 계

획을 세계에 알렸고, 이 때부터 이 단체는 국제기

구가 되어 지금까지 150개의 파트너와 회원을 갖

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핵심 목표는 종교개혁이 오

늘 날을 사는 현대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게해 주는 것입니다.

곽우정: 루터의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이곳저곳에서 루터의 이야

기로 떠들석합니다. 루터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야

기 하고 싶은 메세지는 무엇일까요?

루터의 첫 번째 목표는 사회의 변혁도, 자연과학의 

개혁도, 유럽 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변화도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 루터의 목표는 교회의 변혁

에 있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게 루터는 하나님과 죄

인인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고, 교회의 

권력 남용에 대해 고뇌에 빠졌어요. 다시 말해 루

터는 개혁을 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은 그

저 개혁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

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루터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어요. 열심

히 노력했어요. 마치 평균점수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하면 몇 점을 얻고, 

못하면 몇 점이 깎이는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훗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를 행하셨고, 그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됨을 깨닫죠. 

이 과분한 은혜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루터 개혁의 메세

지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다

가오셨다는 것이요.

곽우정: 루터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

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원

의 기쁨에 감사해서 봉사하기 보다는 ‘기쁨 없는 열심

과 의지로’ 교회 일을 해내려 하지는 않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은 순서를 생각해야합니다. 믿음

이 먼저인가? 행위가 먼저인가? 믿음이 있다고 하

면서 행동이 없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그리고 행위가 뒤

따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위해 꽃을 삽니다. 꽃을 

사는 행위는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사랑

을 받기 위해 꼭 해야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

만 아내 입장에서는 꽃을 주는 착한 행위가 없으면 

의문을 갖게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

나? 그래서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됩니다. 그것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새롭게 고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

워 하는 삶이죠.

오늘(11월 8일) 총신대 채플에서 부른 찬양 311장 

(내 너를 위하여)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후렴구에서 “널 위해 몸을 주

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

엇하느냐?” 이 가사가 성경적인가요? 이게 하나님

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인가요? 성경은 나를 

위하듯 남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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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충광: 한국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도 붉어지고 있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

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

는 섬기는 자리이고, 시간이 끝나면 은퇴해야 합니

다. 만약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한다면 이것은 카톨

릭교회가 했던 일들입니다. 후계자를 정하는 일들

이요.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낯

설게 느낍니다.

루터는 사람들 사이에 상하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만인제사장이다. 하지만 모두가 설교

할 수 없으니 역할을 나눈 것 뿐이죠. 그런데 한국

에서는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마치 상하관계가 있

는 것 같아요. 목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

에요. 목사는 단지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에서 회복되

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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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정: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한국에서는 개신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

다.

우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

랍습니다. 유럽인으로서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가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얻게 

되면 영적인 삶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성경

이 이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욕심, 권력, 유혹

들 말입니다. 유럽에서 자유와 경제가 나아지면서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난해 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개혁시대의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저

서로 부를 축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

게 하지 않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

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롤모델이에요. 구약시대에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

던 것처럼, 만약 지도자가 타락하면 지도자를 따라

가는 사람들은 ‘우리도 타락해도 괜찮아’라고 생각

하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가르침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곽우정: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안에 젊은 학생들이 많

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젊은 세대의 공백현상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

고 그들은 참 신실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말씀

과 좋은 가르침(교리교육)이 없습니다. 먹이를 주

면 닭이 모여듭니다. 먹이가 있는 곳에 닭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에요. 좋은 말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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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면 사람들이 모여옵니

다. 젊은이들은 말씀이 없는 교회에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왜 오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곽우정: 루터는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편

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에 대해 비판적인 도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말을 인용한 히틀러가 

유대인 핍박에 정당성을 갖고 유대인 학살에 가담하

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

나요? 기독교가 유대인들과 화해할 수 있는 좋은 방

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루터의 편에서는 실수한 일 

입니다. 유대인을 내보내 게토화 시키고, 그들의 

회당과 책들을 불태우라고 한 것은 히틀러의 행동

과 흡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루터의 행동이 나치

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루터

가 왜 그랬는지 설명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복음

을 깨달았을때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반응하리라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고, 루터는 유

대인들에게 실망했죠. 역사적 상황도 반유대주의 

경향이 손쉽게 받아들여질 때였습니다. 에라스무

스도 유대인들에게 비관적이었습니다. 루터는 언

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잘 사용하면 좋지만 유대

인에 있어서는 반대였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은 ‘오직 성경’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

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경건한 신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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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광: 유럽에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

미가 있는지요?

지금 유럽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회

는 변했고, 사회 안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려면이전

보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과 같이 근본주의자라는 이름을 가

지고 살아야 해요. 목사로서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독교에는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저

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곽우정: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하고싶으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하나님께

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선한 것들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쁜 시간을 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루터, 루터를 말하다』 / 헤르만 J. 셀더하위스 / 세움북스  

『칼빈 핸드북』 / 헤르만 J. 셀더하위스 / 부흥과 개혁사

『중심에 계신 하나님』 / 헤르만 J. 셀더하위스 / 대한기독교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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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은 이제부터 시작
- 2017년 이후의 도전과 기회

셀더하위스 교수

(‘Refo 500’ 총 책임자)

2017년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어 온 세상

에 루터의 이야기가 화자 되고 있다. 여기서 내 관

심은 ‘많은 이들이 언급하는 메시지가 루터가 언급

한 그 메시지가 맞는가’이다. 각각은 자신들만의 

루터를 합쳐 놓았다. 그래서 루터의 메시지는 무엇

이던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인 2017년이 지

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루터와 종교개

혁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

미인가? 다시 말해 종교개혁 500주년의 파티가 끝

난 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루터의 첫 번째 목표는 사회변혁이 아니었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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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교회의 변혁도 아니었다. 정확하게 그는 성직

자의 상태에 대한 고민을 했고, 교회와 교회 안의 

권력 남용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다. 좀 더 구체

적으로 루터의 핵심고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얼

마 후 1545년 루터는 종교개혁의 주요 요소로 언

급한 ‘칭의’에 대해 발견했다. 그때 그는 마치 천국

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

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발견했고, 하나님

의 자유롭고 과분한 은혜로 인해 영원한 사망으로

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루터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시고 거룩

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을 가졌다. 루터는 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다

루어 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적 죄책감, 제도적 

죄의식, 공공의, 화해, 정의, 윤리 문제 등에서 말이

다. 교회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슈 가운데 기독교적 메시지

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다. 교회는 세

상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루터가 답’이라

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루터의 

복음을 기념하며 세상 가운데 루터가 말하고자 했

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루터 당시의 이슈들과 

오늘날의 이슈들은 많이 다르지 않다. 루터 시대

에 나온 질문에 답해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제

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517년과 2017년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는 죄인이다. 사실 우리

를 위협하는 것은 자연도, 환경도, 정치도, 테러도 

아닌 내 자신이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과의 관계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왜곡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올바른 장소로 다시금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개혁은 이처럼 단순하다.

현재 서구 기독교와 교회의 문제는 16세기 초의 

상황과 비슷하다. 루터는 교회의 근원과 핵심 메시

지로부터 벗어난 교회와 신학에 비판적이었다. 종

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성직자들은 관료적이

었고, 돈과 권력을 소유하며, 윤리적으로 느슨하며 

어리석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교회

의 모습과 같다. 이러한 종교적 유사성 외에 시대

적 상황도 비슷하다. 경제적 불안정, 정치와 정치

인들에 대한 불신, 젊은이들의 혼란, 결혼 및 가족 

문제들은 16세기에도 나타났던 문제이다. 

교회는 루터의 서적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은 콘서트

로 비유 하자면 사전 프로그램(리허설) 정도라고 

생각한다.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는 준비의 해

이다. 루터와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널리 알리

는 해이며, 그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이다. 2017년은 루터와 대화를 시도하며 

핵심 메시지를 재발견하는 해이다. 교회가 종교개

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즐거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며,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아는 것이다. 

루터는 종교개혁 한해 뒤인 1518년 하이델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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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서 십자가 신학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꼭 가르쳐야만 

하는 신학을 말하는 것이다. 1520년에 루터가 발

전시킨 그의 유명한 3개의 작품은 성공적이었다. 

이들 세 작품에는 교회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세상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 지를 말해주고 있

다. 우리는 이 세가지 저서에 나온 십자가 신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작품은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

다. 이 책에서 루터는 교황, 주교, 사제들은 영적계

급이라 부르고, 군주, 영주, 직공,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반발한다. 루터는 모

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영적 계급에 속하며 다만 

직무상의 다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만인사제설이 나오게 되었다. 즉, 모

든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은 제사장이며 기독교인 

중에 어느 누구도 높거나 낮지 않으며 개개의 그리

스도인은 섬김과 희생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의 두 번째 작품 『교회의 바빌론 유수』에서는 

‘교회의 의무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

어야 하는지?’ ‘교회의 전례란 무엇이며, 성례전이

란 무엇인지?’ ‘결혼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

고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주제들은 우리가 오늘날

에도 다루는 것들이다.

이후 1520년 11월 중순, 루터의 세 번째 책자가 

나왔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의 내용은 그

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다. 여기서 루터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공한다. 믿음이란 성취가 아

닌 선물이며,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며, 믿음은 우

리를 자유롭게 한다. 루터의 자유는 사람들이 원하

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

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하는 자유라고 한다. 루터는 

이 자유를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모

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실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기꺼이 섬긴다. 

모두에게 복종하는 자다. 

자유란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지속

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내 이웃들을 해

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이 자유인 것이다. 

내 은혜를 위한 첫 번째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으

며, 자유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루터의 저서에 담긴 루터의 신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며, 교회가 나아

가야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마틴 루터(1482-1546)는 수도원에서 살면서, 

신생대학에서 가르쳤다. 그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 회귀했다. 루터는 이 작은 마을

에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고, 결정적으로 세

상까지 변화시켰다. 이 모든 일은 파리나 켐브리

지, 콜로냐나 로마 등 정치적 중심도시나 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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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루터가 말했던 것

처럼 문명과는 거리가 먼 비텐베르크라는 아주 작

은 마을에서 일어났다. 

루터는 자신의 신학이 사회와 정치, 경제, 과학

과 예술분야를 한 단계 앞당기는데 기여했음을 깨

달았다. 루터신학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시대의 신

학자, 정치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나오게 되었

고, 이들로 인해 유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런 움직임은 곧바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루터가 그랬듯이 각 개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글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1517년 10월 31일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부를 법하다. 루터의 신학에 영

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종교는 더 이상 성취가 아닌 은혜이

며, 선물임을 알게 되었고 청교도들의 연옥,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 순례, 유물, 금욕, 수도원 생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교회와 교황을 최고

의 존재로 만드는 논리적 기반을 제거했다. 

마틴 루터로부터 야기된 종교적인 변화는 멜랑

흐톤과 존 칼빈과 같은 사상가들의 추가적인 연구

로 인해 사람, 창조, 노동, 돈, 합리성, 예술, 시간,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번져나갔다. 

루터의 신학은 계층을 무너뜨리고, 구속력 있는 구

조를 꺾었으며, 청지기라는 성서적 개념과 함께 개

인주의의 르네상스와 결합되었다. 

개인과 공동체는 코람데오(즉, ‘하나님 앞에서’)

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식 아래에서 균형을 잡았



COVER STORY 칼럼

종교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 - 2017년 이후의 도전과 기회

16

다.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을 알아갔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책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이들

에게 도전이 된다. 이 책임은 교회와 학교, 가정과 

회사에서 가르쳐야 한다. 

시골에 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

고 세상을 바꿔버렸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했다. 그리고 갱생과 변화

의 운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이다. 

16세기의 수도사, 마틴 루터는 학자이며, 개혁자

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자유

하게 했다. 루터는 인류와 창조를 향한 책임에 살

아가듯이 새로운 자유를 정의내린 것이다. 이 사람

은 사람들이 인류와 창조를 향한 책임을 지도록 했

다.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은 국회의원, 선생님, 사

업가, 노동자,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와 같은 새롭

고 다른 세대들을 불러 모았다.

개인의 발견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결합함으

로써 그는 은사와 재능과 개인을 다독이는 개인의 

계발을 위한 기회를 열었고, 개인과 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교육에 대

한 기초적인 재조직화를 시도했다. 또한 자연과학

이 지속성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왔고, 정치와 사회

의 민주주의적 구조를 위한 기초를 닦았던 것이다. 

이 사람은 온 세대에 걸쳐서 개인에게 영감을 주었

다. 그는 청교도들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 킹, 요한 

세바스타이안 바흐, 아이작 뉴톤, 렘브란트, 존 칼

빈, 앙겔라 메르켈에게 영감을 주었다. 몇 가지 예

는 이 정도다. 마틴 루터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

끌었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화를 이끌고 있

으며 우리의 메시지가 그의 것과 일치하는 한 내일

도 그럴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는 

코람데오(즉, ‘하나님 앞에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식 아래에서 

균형을 잡았다.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갔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책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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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난 척하는 미녀 하나가 피자점에서 일인 분 피자 한 판을 주문했다. 

종업원: “피자를 몇 조각으로 나누어 드릴까요? 여덟 조각으로 나눌까요?”

미녀 (화가 난 척): “여덟 조각요? 내가 돼진 줄 아세요? 

                            여덟 조각을 어떻게 혼자서 다 먹어요? 

                            네 조각으로 잘라 주세요.” 

손봉호의 유머 “수학천재”



십자가와 부활의 전제조건, 
성육신

서양 속담에 “애기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리지는 말라”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란 것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려다가 핵심적인 것 까지 버리는 오류를 경

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크리스마스에는 애

기는 아예 온데간대 없고 목욕물만 출렁거린다. 이

름만 “그리스도 미사” (Christmas)지 “그리스도”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 선물이 넘쳐난다. 

네덜란드 등 몇 나라에서 12월 6일에 착한 아이들

에게 선물을 주는 신터클라스 (Sinterklaas) 행사가 

있었는데 동방박사의 선물 이야기와 연결되어 크

리스마스와 합쳐지고 그리스도 대신 산타클라스

가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숭배

한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 대신 차라

리 동방교회처럼 1월 6일로 지키자고 주장하기까

지 한다. 어차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정확하

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동안 1월 2일 혹은 6일, 3

월 25일, 4월 20일 혹은 21일, 5월 20일, 8월 28일, 

11월 17일 혹은 20일 등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거

론되었다. 

성경도 예수님의 성탄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

지 않는다. 복음서들은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 등 

예수님 생애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

세하게 기록하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

대표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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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고 바울 

서신을 비롯한 신약의 다른 책도 언급하지 않는다.  

너무 세속화되었고 성경도 그렇게 중요하게 취

급하지 않으니 교회는 아예 크리스마스와는 거리

를 둘 것인가? 애기는 없고 애기를 씻긴 목욕물만 

남았다 해서 목욕물조차도 버릴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아니다. 우리가 원

했든 원하지 않았든 크리스마스는 이제 전 인류의 

마음에 기독교의 대표적인 축제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

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이슬람 국가들, 일부 불교 

국가들, 그리고 일본, 중국, 북한 등 34개국에 불과

하다. 기독교적 전통이 없는 싱가포르나 일본에서

도 크리스마스는 선물 교환, 카드 보내기 등의 풍

속이 자리 잡았고 상업 활동이 매우  활발한 기간

이 되었으며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중

국 같은 나라에서도 선물 교환이 이뤄져 상가가 흥

청거린다. 비록 왜곡되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는 사랑, 선물, 평화, 감사를 생각하는 계절로 알려

지게 되었으며 그런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게 하는 소

중한 계기가 되었다. 사실 세계 어느 다른 종교에

도 사랑, 평화, 감사를 크리스마스처럼 생각하게 

하는 축제일은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크리스마

스가 세속화됐다 해서 깡그리 무시해 버리거나 성

탄일을 다른 날로 바꾸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대로 

두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날을 좀 더 경건하

고 엄숙하게 보내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감사함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아닐까 한다.

복음서들 가운데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상세하게 소개한 것은 아마도 누가가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시대의 사상을 지배했던 헬레니즘은 철저한 이원

론이었다. 정신적인 것은 고귀하고, 육체를 포함

한 물질적인 것은 비천하다고 본 것이다. 그들에

게 신은 정신적인 것의 최고봉으로 심지어 어떤 철

학자는 신은 물질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다고 주장했다.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신

의 품격에 걸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는 기

독교의 주장은 어리석음의 극치로 간주되었을 것

이다. 누가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여 기록한 

것은 복음의 독특함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바울이 아테네 아레아바고에서 에피쿠르스

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토론했을 때도 그들은 바울 

설교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 유독 예수님의 부활

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 (행 17:32). 육신의 부

활은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원론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성육신(成肉

身, incarnation)도 마찬가지다. 마가, 요한, 바울 등 

신약성경의 다른 기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서 언급하지 않았다 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을 무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성육신이 있어야 임마누엘

이 구체화되고 십자가의 대속적(代贖的) 죽음과 

부활이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탄생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시공간의 세계는 결코 무의

미하지 않으며 불교나 힌두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한갓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분명

히 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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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

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

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

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

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 가운데 하

나를 잘 대변한다. 비록 죄가 많고 불완전하며 하

나님 백성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

상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지배

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

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중요한 마당이다. 종교

라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유교를 제외하고는 기독

교만큼 이 시공간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활동의 무대로 삼는 종교는 없다. 기독교

가 모든 종교가운데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자연과학, 민주화 등 인류문화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우연

이 아니라 성탄이 대변하는 하나님의 성육신, 즉 

임마누엘에 그 근거가 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 

2:14) 하고 찬양하였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얼마

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것이 영광이라

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다. 진정한 평

화는 지금처럼 “힘의 균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

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능하다. 성육신 자

체가 이미 예수님 편에서는 고난의 시작이었고, 그 

고난은 곧 사랑의 희생이다. 

성탄의 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고귀한 의미를 오

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되 돈과 권력으로 찌들은 세상에서 희생

적인 사랑을 실천하므로 타락한 크리스마스를 아

름답고 고귀한 성탄절로 회복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 다른 종교에도 

사랑, 평화, 감사를 크리스마스처럼 

생각하게 하는 축제일은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크리스마스가 

세속화됐다 해서 깡그리 무시해 버리거나

 성탄일을 다른 날로 바꾸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대로 두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날을 좀 더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내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감사함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아닐까 한다.

대표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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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의 의미, 
- 성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상규 교수

(고신대학교 교회사학)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은 부활절과 함

께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간주되어 왔

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탄절을 기념한 것은 아니

었다. 초기 기독교는 부활절은 중시했고 이를 기

념했지만, 첫 3세기까지는 성탄절을 교회적 절기

로 지킨 기록이 없다. 그러다가 4세기부터 성탄절

도 교회적 절기로 지켜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교 

축제일(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기 때문에 초

기 교회 지도자들은 이 축제일에 남아 있던 이교

적 풍습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컨대 크리

소스톰Chrysostomus, c. 349-407)은 성탄절이 적

절치 못한 연회, 음주, 그리고 상업주의에 젖어 있

다고 불만을 토로한 일이 있다. 1600년 전의 일이

었다. 그러다가 주후 400년에는 로마황제가 성탄

일을 부활절, 주현절(The epiphany)과 함께 국가

의 3대 절기로 공표했다. 이후 성탄절은 서구사회

의 축제일로 간주되었고, 점차 상업주의적 경향을 

띄게 되어 오늘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성탄이나 기

독교회와 상관없는 절기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서 성탄, 곧 성육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맞을 것

인가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성탄의 때와 장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연호나 서력

(西曆)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때를 

거의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다. 마태복음 2장 1절

에 보면,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서 나셨다”고 하여 예수님의 탄생시 유대 통치자

는 헤롯이었음을 말하는데 이 헤롯이 주전 37년

에 왕이 되어 주후 4년 사망한 대 헤롯(Herod the 

Great)이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

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시 로마의 아우구스

투스(Augustus) 황제는 호적령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기원전 27년, 곧 그의 나이 32세 때 황제

가 되어 44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나이 76세가 되

던 주후 14년 8월 19일 사망했다. 이 두 가지 기록

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4년 이전이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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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데 흔히 주전 4년으로 보고 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의 ‘떡의 집’(house of 

bread)이란 의미의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그

의 대부분의 날들을 나사렛에서 보냈다. 당시 제

국의 수도였던 로마나, 문화의 중심지인 알렉산드

리아나,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

을 것이다.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으나 그곳은 지

리적 중심이었다.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밑으로

는 아프리카가, 왼쪽으로는 유럽과 접한 곳이었다.

성육신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成肉身)은 인류 

역사의 특별한 사건이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

람이 신을 찾아 나서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에게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성육신에는 3가

지 의의가 있다. 

첫째, 예언의 성취라는 점이다. 구약에 보면 예

수님이 오실 것을 1,500여 년에 걸쳐 350회나 예언

했다. 간접적인 경우까지 합하면 450회나 된다. 이

렇게 볼 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그리스

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갈

라디아 4장 4절에서 성취되었다. 창세기 22장 17

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

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고

했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

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갈 3:16, 창 

22:18)는 말씀으로 성취되었다. 이사야는 보다 분

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그리스도의 탄

생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

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에게 빛이 비친다.”(사 9:2)고 했다. 이사야 9장 6

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났고 한 아들을 우리

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

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

임이라”(과거형으로 표현됨)고 했다.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700년 전에 그가 나실 장소에 대

해 예언했다(미가 5:2).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

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

요”(말 3:1)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

비할 것을 가르쳤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

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

언했다. 말라기의 예언 35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술한 후 

“이 모든 된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

루려 하심이라”고 하여(마 1:22) 모든 실현은 선지

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임을 증거했다.

둘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했다는 점

이다.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 첫 머리에서부터 이 

점을 지적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리스도의 세계라.”(마 1:1)고. 마태복음 1장 20절

에서 요셉을 말할 때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1장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족

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



강한 구속력이 있었다. 정혼은 결혼 이전의 상태이

지만 혼인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다. 신명기 22:23-24절에서는 정혼한 

여인의 간음을 22절의 유부녀의 간통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혼상태는 보통 1년간 지속되는

데,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결혼에 이르지는 않았지

만 공적으로 서로에게 속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

문에 정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접근하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었다(신 22:23-27).

이렇게 볼 때 아내가 될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

에서 임신한 것은 명백한 간음이었다. 요셉은 이를 

문제시 할 수 있었다. 여자가 정혼한 상태에서, 다

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다(신 22:24). 요셉이 볼 때는 심

각한 문제였으므로 얼마든지 문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공개할 경우 마리아나 마리아와 관계

한 남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므로 요셉은 공

개하려 하지 않았다. 마리아를 죽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여자를 아내

로 데려오는 것도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은밀하게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다. 이런 문

제로 번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

났다(마 1:20절 이하). 마리아의 잉태는 불륜의 열

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 준 것이

다. 이 모든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으로서 태어

날 아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1 이것은 이

1. 천주교는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였다며 ‘마리아의 영원동정

녀설’을 주장하지만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 복음서는 예

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음을 증거

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

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라고 말

한다. 이 축약된 족보는 14대(代)씩 3구릅을 말하

고 있다. 왜 14대로 정리하고 있을까? 이것도 다윗

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히브리어 알파

벳은 다 숫자(數價)를 갖는데 다윗(ךוך) 이라는 히

브리어 이름이 3문자, 

곧 다렛(ך), 와우(ו), 다렛(ך)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렛은 4, 와우는 6, 다렛은 4이므로 그 합은 14가 

된다. 그래서 족보를 14대씩 3그룹으로 정리한 것

으로 보인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位)을 계승하는 왕임

을 증거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위를 계승하는 영원한 왕

이 되신 것이다.

셋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점이

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

지만,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점이 우리와 근

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 점을 말하는 것이 마태

복음 1장 18절 이하인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

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

니” 여기서 “성령으로”(ἐκ πνευματος ἁγιου)의 

‘으로’의 원어 에크(ἐκ)는 원인을 의미한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출생

은 우리와 같은 부정모혈(父精母血)의 생물학적

인 잉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

에서 잉태되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

고 매우 당황했다. 예수님의 처녀탄생이 구약에서 

예언되었으나(사 7:14), 요셉은 이를 따져볼 겨를

이 없었다. 그는 은밀하게 약혼을 파기하고자 했

다(마 1:19).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

(定婚)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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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야 선지자의 예언, 곧 “처녀2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에 나

타나 있다(참고 요 1:14).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에게서 출생한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이

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성령

으로 잉태되었고,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다는 사실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다. 이것은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혈육으로 태어난 우

리 모두는 원죄(原罪)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윗

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

에 나를 잉태하였다.”(시 51:5)고 고백했다. 그러

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으로 죄 없이 출

생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

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고후 5:21),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시

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한 것이다. 정리하면, 예수

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하고 있다(막6:3). 그 외에도 마12:46-50, 13:55, 요2:12, 

7:3,5,10, 행1:14, 고전9:5, 갈1:19 등은 예수님에게는 형제

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 알마(עלמה)는 젊은 여자로 

번역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처녀’를 ‘젊은 여자’(young 

women)로 해석함으로서 처녀탄생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다. 

영어성경 RSV도 이 견해를 따라 사7:14절의 ‘하 알마’를 ‘the 

young woman’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하 알마’의 성경적 용례

로 볼 때 ‘처녀’로 번역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용어는 구약성경

에서 4번 사용되었는데, 창24:43절에서 결혼하기 전의 리브가

를 지칭했고, 아가서 1:3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에서

도 사용되었는데, 만일 이 단어를 ‘젊은 여자’로 해석한다면 아가

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시편 68:25절에서는 이 단어가 동

녀(童女)로 번역되었는데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나시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

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출생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이것은 

오랜 역사의 질문이었다. 11세기의 안셈(c. 1033-

1109)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Cur Deus Homo)라는 책을 썼다. 성

육신과 구원의 필연적인 관계를 구속의 도리로 설

명하려했던 안셈은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

로 죄의 부채(負債)를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

하고, 오직 신인(God-man)인 그리스도만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

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을 

설명했다. 흔히 그의 속죄관은 상업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안셈의 사탄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속

죄관(the Ransom to Satan theory)은 13세기의 아

퀴나스의 때까지 정통적인 입장으로 인식되어 왔

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안셈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질문인데, 이 질

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성취

되었다.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디모

데전서 3장 16절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

지 않다하는 자 없도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

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

는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고 했다. 

우리말 성경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μέγα 

ἐστὶν τὸ τῆς εὐσεβείας μυστήριον)라는 말



은 사실은 ‘거룩한 신비여’라는 뜻이다. 그가 육

신으로 나타나신 일은 그의 생애 모든 일들처럼 

‘거룩한 신비’이다. 이것은 모든 의문보다 큰 의문

(Beyond all question)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

으나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셨다. 그것은 바

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다(요3:16). 그래서 스펄전

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처럼’ 만큼 의미심장한 말이 없다”고 했다. 하나

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이기

도 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부에서 “이는 저

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

심이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를 3장 17절에서는 ‘그 아들’이라 하고, 로

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고 말한다. 독생자란 오직 하나 뿐인 아들이라는 

말인 동시에 오직 유일하신 길이라는 뜻이다. 요한

복음 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

리요, (그) 생명이다”고 했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

원사건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신 

일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축하하며 찬양하며 감사할까?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BC)과 이후(AD, Anno 

Domini, 우리 주의 해에서)는 역사의 분깃점이 되

며,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기초한다. 

고대이든 현대이든 많은 종교들은 어떤 역사적인 

기초를 요구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기

보다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 혹은 관념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념이나 관념의 종교

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 

종교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신화나 전설적인 인물

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시점에, 인간의 몸을 가

지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이 날이 바로 성탄

절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추론이나 논리적 결론

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오심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동

시에 그 분을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것이다. 크리

스마스를 빙자한 거리의 들뜬 상혼(商魂)도 문제

이지만 아기 예수에 대한 유희적 축하는 진정한 경

배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이 우리를 향한 사

랑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추운 겨울 우리의 손길을 필요

로 하는 이들이 없을까? 주위를 돌아보는 사랑과 

배려, 섬김과 봉사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자 그

것이 성탄에 대한 감사이자 경배일 것이다. 교회

의 불빛은 찬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대

한 거룩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무

의미 할 것이다.  

글 | 이상규

이상규교수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신학대학원, 그

리고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호주 장로교신학대학

에서 교회사를 공부했다.호주신학대학(ACT)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고, 한국장로교신학회

와 개혁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신대학

교 신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국제학술지 unio cum 

Christo의 편집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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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에 대한 

교회사적 설명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이르고자 했던 인간의 

타락성은 언제든 틈만 있으면 역사나 문화 속에 드

러난다. 가시적 우상이 아니더라도 불가시적 우상

을 만들어 섬기는 사례가 언제든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타클로스의 등장이다. 이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성이 자리 잡았던 계몽

운동의 시대처럼 산타클로스가 대중적 인기를 통

해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을 삼키고 상업인들

이 가공한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고객은 호객이 되

어 그런 상술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짧

은 글을 통해 산타클로스의 허상을 교회사적으로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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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산타클로스(Santa Claus)의 정체는 성자 니콜라

스(Saint Nicholas)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실제 니

콜라스는 4세기의 성자 니콜라스(270년 3월 15일

~343년 12월 6일)를 일컫는 인물이다. 그는 소아

시아 남부의 루치아(Lycia)에 있는 미라(Myra)라 

불리는 지역에서 사역한 감독이었다. 흔히 미라의 

니콜라스라 불린다. 

그는 부유한 에피파니우스와 요하나라는 부부

의 독자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

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며 살았다고 한

다. 하지만 유행병으로 양 부모는 그가 어릴 때 세

상을 떠났다. 그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줬기에 그는 많은 부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는 파타라(Patara) 감독인 니콜라스라는 

삼촌의 보호 하에서 자랐다. 삼촌은 그에게 체발

(머리를 깎음)을 받게 하여 교회의 낭독자로 임명

했고 후에 사제가 되도록 했다. 

305년 터키의 아나톨리아 출신 몇 명의 수도사

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을 방문하다가 

4세기 초에 순교한 게오르기오스(Georgios, 303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와 함께 사해 근처에 자그

마한 수도원을 세웠다. 삼촌이며 감독 파타라가 예

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니콜라스에게 교회를 담

임하도록 했고 돌아온 후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냈

다. 312~315년 그렇게 원하던 예루살렘 방문의 꿈

을 이루게 된 니콜라스는 고향을 떠나 이집트와 팔

레스타인으로 방문하다가 게오르기오스를 기념하

는 수도원에 정착하게 되었다. 여기서 많은 경험하

면서 몇 년을 보냈는데 오늘날에도 니콜라스가 거

했던 수도원이 현존한다. 317년 고향 소아시아로 

돌아왔고 미라에서 감독이 되었다. 

감독이 된 니콜라스는 온정을 베푸는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많

은 것을 베풀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많은 소문

이 나기 시작하여 놀라운 니콜라스(Nicholas the 

Wonderworker)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

졌다. 그 이유는 항해자, 상인, 궁술가, 회개하는 도

둑, 어린이, 양조자, 전당포 및 학생의 후원자라 여

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비밀적으로 선물을 안

겨다 주는 이야기들과 관련하여 산타클로스(Santa 

Claus), 즉 진터클라스(Sinterklaas)라 불리게 되었

다. 누구든 자신의 일의 번영을 위해서 그에게 여

러 이야기들이 가공되어 덧붙여졌다. 

가장 대표적인 소문은 양말을 걸어 놓고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

되었는데 세 딸을 둔 어느 가난한 자에게 큰 걱정

이 있었다. 그들을 시집을 보낼 결혼 지참금이 충

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니콜라

스는 어느 말 밤 굴뚝으로 금이 든 조그만 주머니

를 몰래 떨어뜨렸다. 근데 떨어지는 그 주머니가 

걸려 있던 양말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양말은 

젖은 것으로서 말리기 위해 화로에 걸려 있었던 것

이다. 또 둘째 딸을 위해서도 니콜라스는 동일하게 

금을 떨어뜨렸다. 이런 선물을 받게 된 세 딸을 둔 

아버지는 누가 이런 귀한 선물을 떨어뜨렸는지 알

기 위해 밤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 틀킨 니콜라스는 자신이 행한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유는 관심을 받는 것을 니콜라스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식은 알려졌고 누군가가 모

르는 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니콜라

스가 틀림없다고 여길 정도의 입소문이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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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친절한 일로 인해 니콜라스는 성자로 불리

게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자

만 아니라 항해자들의 성자이기도 했다. 항해자들

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터키 해안에 무

시무시한 폭풍을 만난 항해자들이 있었다. 폭풍이 

너무나 심해서 누구도 그 죽음의 위기에 빠진 항해

자들을 구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항해자들은 

니콜라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했는데 갑작

스럽게 그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 니콜라스

는 바다를 크게 꾸짖었고 폭풍은 잠잠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안전한 항구로 행해할 수 있

었다는 이야기로 인해 항해자들의 성자로 입소문

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제국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284~305)에 의해 미라 지역에서 추방을 당했다

가 검거되어 옥에 갇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숫한 고문을 받았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함께 갇힌 자들을 위로했다. 하

나님의 은혜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니콜라스는 석방 되어 자신의 목회

지로 돌아왔다. 그는 정통신앙을 고수하면서 아리

우스에 당당하게 맞섰다. 그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의 명령을 받아 325년 1차 니케아 범종교회의 때 

참석했다. 자신의 교회로 돌아온 그는 진리의 말씀

을 선포하고 이단에 대해 싸우며 성도들을 목양하

였다. 그러다가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언

제 그가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345년이나 352년 12월 6일에 소천 했을 것

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그를 기념하

는 날을 12월 6일로 지키고 있다. 

니콜라스의 명성

이러한 니콜라스의 소문과 명성은 시대가 지

나면서 많은 자들의 심정에 남아 있었다. 그런 

가운데 1071년 비잔틴 제국 황제 로마누스 4세

(Romanos IV Diogenes, 1068~1071)는 셀죽 투

르크족과 전투하여 대패하면서 그들에게 미라 

지역을 빼앗기도 만다. 하지만 1차 십자군운동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인물인 황제 알렉시우스 1세

(Alexios I Komnenos, 약 1048~1118) 때 니콜라

스가 목회했던 미라를 셀죽 투르크족으로부터 회

복했다. 이때부터 그곳에 있던 니콜라스의 무덤은 

순례자들의 주요한 장소가 되었다. 

1087년 봄 이탈리아 바리(Bari) 출신의 해상인

은 니콜라스의 뼈가 보관된 교회에 몰래 침입하여 

성자 니콜라스



훔쳤고 소문으로 흩어져 있다는 그의 뼈를 수집하

였다. 이렇게 수집된 뼈들을 1차 십자군운동 때 베

네치아로 가져와 바리 교회(San Nocolo‵ al Lido)에 

안치했다고 한다. 매년 12월 6일이 되면 바리의 항

해자들은 그의 동상을 들고 대성당에서 바다까지 

행진을 하여 그가 바다에 복을 빌고 안전한 항해

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1066년 영국 정복, 즉 노르

만 정복을 위해 떠나기 전 윌리엄 1세(William I, 약 

1028~1087)는 니콜라스에게 성공 원정을 위해 기

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12월 6일 저녁

에 어린이들은 그를 기념하여 선물들을 받았다. 하

지만 이런 게임을 종교개혁에 이르러 종교개혁자

들은 금지시켰다.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12월 25

일 성자들을 기념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니콜라스

에 대한 이야기와 전통은 약화되었다. 

니콜라스에서 산타클로스로

이제는 니콜라스를 기념하면서 행하던 일들이 

산타클로스로 둔갑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

자. 성탄절, 즉 12월 25일에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

게 되었다. 마틴 루터도 이에 동참했다고 한다. 그

는 성자들을 기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아이(Christkind)로 수정하여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었다. 하지만 곧 일반인들의 생각에

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성자 니콜라스를 떠올

렸다. 그러다가 성탄절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

달해야만 했던 어느 영국인들에 의해 니콜라스의 

날을 12월 25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났다. 성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안 그들은 12월 

25일을 아빠 성탄절(Father Christmas; 산타클로

스) 또는 옛 사람 성탄절(Old Man Christmas)로 바

꾸어 사용했다. 이것은 영국 중세시대에 돌던 이야

기들을 종합하여 가공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빅토

리아 시대(1837년 6월 20일~1901년 1월 22일)에 

이르러 아빠 성탄절이 ‘기분 좋은 날’로 바뀌게 되

었다. 이것을 부추겼던 것은 1843년에 찰스 딕컨

스(Charles Dickens, 18142~1870)가 쓴 『성탄절 

노래』(A Christmas Carol)에 나오는 삽화를 그린 

존 리치(John Leech, 1817~1864)의 ‘성탄절 선물 

정신’(Ghost of Christmas Present)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두쇠 스크루지(Scrooge)의 이야기를 다

룬 내용이다. 

이런 유흥은 영국만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산타클로스가 페레 노티마헬('Pe‵re No
..
el; 아빠 

성탄절)이라 불렸다. 또 덴마크에서는 케르스만

(Kerstman, 성탄절 사람)이라 불렀다. 오스트리아

와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선물을 주는 자가 황금 

머리카락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이것은 새

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의미했다.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 시기 선물을 주는 자를 크리스 크링커(Kris 

Kringle)라 불렀다. 미국에 정착한 네덜란드인들은 

니콜라스의 옛 이야기들을 한데 합쳐 크리스 크링

거와 니콜라스를 진터클라스(Sinterklaas)라 불렀

고 이것이 지금의 산타클로스(Santa Claus)라는 이

름이 되었다.

산타클로스의 날

여러 국가에서 특별히 유럽에서는 니콜라스의 

날을 12월 6일로 지낸다. 홀런트와 일부 유럽 국가

들에서 어린이들은 차꼬나 신발을 12월 5일 마련

하여 선물이 가득 차기를 기대한다. 진터클라스가 

타고 다니는 말(horse)을 위해 신발에 조금의 건

초나 당근을 넣어두면 그것이 달콤한 사탕으로 변

한다고 상상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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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성, 산타클로스에 대한 교회사적 설명

이러한 분위기를 잔뜩 부추긴 것은 1823년 유명

한 시, 산타클로스 방문(A Visit from St. Nicholas) 

또는 성탄절 전날 밤이었다!(T’was the Night 

before Christmas)와 같은 시가 출판되었기 때문

이다. 후에 크레먼트 클락 무어 박사(Dr. Clement 

Clarke Moore, 1779~1863)는 이 시가 아이들

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아내의 먼 친척은 헨리 리빙스턴 주니어(Henry 

Livingston, Jr., 1748~1828)가 썼다고 보는데 아

무튼 이 시는 8마리가 이끄는 순록을 탄 니콜라

스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1949년 빨간 

코를 가진 순록 루돌프(Rudolph the Red nosed 

Reindeer)라는 노래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루돌프

가 실제로 암컷이었을까? 암컷 순록은 겨울 동안 

뿔을 보존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수컷 순록들은 

겨울에 자신들의 뿔을 버리는데 그 이유는 봄에 새

로운 짝을 만나기 위해 에너지를 보관하기 위한다

고 한다. 그렇다면 루돌프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

인 셈이다.

영국의 아빠 성탄절과 미국의 산타클로스는 점

점 사람들에게 알려져 지금은 같은 이야기로 가공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산타가 북극에 살았다고 하

고, 핀란드에서 그들은 라틀란드(Lapland)라 불리

는 지역에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순록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가로 지른다고 보고, 밤에 집

집마다 굴뚝에 내려 성탄절 나무 곁에서 잠든 어린

이들의 침대 옆에 걸려 있는 또는 화로에 걸어둔 

양말에 선물을 가득 채운다고 상상한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성탄절 전 날 또는 니콜라스 

전 날에 선물을 받는다. 어떤 국가에서는 12월 5

일에 선물을 전달하기도 한다. 니콜라스가 양말에 

금이 든 주머니를 넣는다고 여기는데 실제로 이것

은 성탄절 양말 끝에 달린 진홍색이 온 배경이기도 

하다. 만일 금을 받지 못했다면 금으로 된 열매를 

대신하여 값비싼 상품을 두기도 한다. 아무튼 지

난 50년 간 특별한 열매들이 되었다. 가장 큰 성탄

절 양말은 51m 35cm의 길이와 21m 63cm의 폭이 

되는 크기였다. 2011년 1월 5일 이탈리아 투스카

니콜라스가 목회한 ‘미라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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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

대학원에서 M.Div.를 수료하였다.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와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에서 Th.M.을 수료하고, 

University of Pretoria 에서 Ph.D.공부를 마쳤다. 

현재는 총신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재직중이다.

니 지역의 카라라의 어느 상점에서 만든 것이었다. 

작금의 산타클로스에 대하여

산타클로스는 니콜라스를 존경하는 영국 성공

회에서 시행되는 것에 근거한다. 이 축제는 단순히 

어린이들이나 선물을 준다는 것에 출발했다. 본인

도 알지 못하는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를 둔갑하

여 작금에 이른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일

으키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름을 날리려고 했

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일어나면서 산타클로

스를 점차적으로 눈덩이처럼 가공되었다. 

이런 허상에 근거한 산타클로스의 날은 성자 숭

배사상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청교도와 개혁신

앙인은 산타클로스만 아니라 성탄절까지도 반대

하였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교적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선물을 주고

받기 위해 가공된 산타클로스가 그리스도를 대신

하기 때문이고 능란한 상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

이다. 성탄절에 대한 관용은 1660년 왕정복고가 

이뤄졌을 때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만 2세기 동안 

뉴잉글랜드에 살던 청교도는 적극적으로 반대했

고 오히려 새해(New Year)를 더 중요시 했다. 그 

이후 많은 자들은 성탄절에 시행되는 산타클로스 

행사를 거절한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산타클

로스가 주인공이 되는 성탄절을 반대한다. 

작금의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된 성탄절은 상

술의 대명사가 되었다.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를 조장하는 연말행사가 되었다. 산

타클로스가 붉은 색깔의 옷을 입는 것에 반해 영국

에서는 아빠 성탄절에 녹색 망토를 입고 등장하기

도 한다. 붉은색에 식상한 자들이 대중을 기만하

고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내

고 있다. 이제는 붉은 색깔의 옷을 입은 산타는 코

카콜라의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 아이들의 상상력

을 악용하여 돈을 가로 채려는 악덕 상술에 더 이

상 그들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전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절대 악

이 없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건전한 활동과 유희

를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

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여 불

우한 이웃을 돕거나 노약자를 돕는 것은 교회나 개

인이 행해야 하는 임무라 여긴다. 하지만 여기에 

산타클로스를 개입시키지 말아야 하고 여기에 성

자숭배의 망령을 불러일으켜선 더욱이 안 된다. 새

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사를 드리거나 사랑

을 나누는 행위를 격려되어야 하지만 실제 인물을 

가공인물로 둔갑시켜 상술에 이용하는 것은 죄악

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95개 항목’이 10월 31일로 여기게 된 것

과 다를 바 없다. 이 날이 할로윈의 날(Halloween 

Day)라 불려 악마의 날이기에 이것을 막기 위해 

루터파가 10월 31일에 루터가 95개 항목을 붙였다

고 1717년에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의도는 좋다고 

하더라도 바른 것이 아니기에 대중을 기만시켜선 

안 된다. 순전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도록 건전하

고 성경적 방법을 교회는 제시해야 한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12/2일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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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대림절과 성탄절, 핵심적인 신앙성

장의 절기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교회의 절기는 하나님께

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

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

랑과 능력을 주목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며, 그 은

혜 앞에 우리의 삶이 응답하여 성장하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교육시간이다. 특히, 성탄절은 성탄절 4

주 전 주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기(Advent)의 시

간과 함께 참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참 소망과 빛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소망의 주님을 우리에게 언약

하신 하나님의 말씀위에 기억하고, 감사하여, 기대

기획칼럼

신형섭, 산타클로스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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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내는 절기이다. 게다가, 교회력의 시작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 인하여 한

해를 시작함을 기억할 때, 대림절과 성탄절은 하나

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절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방향

을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여정이 된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의 시

기를 거치면서 이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향한 핵심적인 신앙훈련과 교육의 시기중의 하나

로 여겨지며, 시대에 따라서 소망중의 절제의 삶, 

회개와 갱신적 삶, 감사와 기쁨의 삶 등이 강조되

며 실천되어 왔다. 이렇듯 하나님 자녀들의 핵심

적인 신앙성장의 절기로서 구별되어 준비하고, 참

여하고, 축하되어왔던 4주간의 대림절기와 성탄절

은 지금 한국교회 다음세대에 어떻게 경험되어지

고 있는가?

2. 동상이몽의 딜레마, 예수님과 산타크로스

대림절을 준비하며 많은 교회의 다음세대 예배

실은 추수감사절로부터 성탄절기로 그 옷을 갈아

입는다. 예수님의 오셨던 밤을 연상케 하는 큰 별

과 목동들, 동방박사와 낙타들, 아기 예수님의 말

구유와 천사들과 같은 많은 성탄의 성경적이고 신

학적인 상징물들이 그 공간들을 가득 채워 간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 예배실안에서 예

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야기, 예수님의 오심

을 기다림을 고백하는 찬양, 그리고 소망의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된 기도문들에 참여하게 될 때, 아이

들은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고, 결단하고, 

그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

정을 경험하게 된다. 즉, 아이들은 대림절기의 시

간과 공간안으로 들어오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의 

큰 이야기(mega-story)안으로 초대되고, 참여하

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탄

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를 경험하고, 우리 

삶을 향한 성경적 소망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시작했으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그들이 만나는 

세상, 즉, 가정과 학교와 또래친구와 세상문화 속

에서 예배시간을 통하여 들은 성탄에 대한 이야기

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두 가지의 다

른 이야기는 그들속에서 혼돈을 주게 된다. 특히,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단 1시간만을 교회에서 보낸

다고 생각할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학

교와 세상이 성탄에 대하여 아기 예수님 자신이 우

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분의 오심이 진

정한 소망됨을 주목하기보다, 내가 바라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영웅으로의 산타크로스와 그를 통하

여 받게 될 선물에 집중적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성탄절에 예수님과 산타크로스 중에서 과연 누가 

주인공으로 다가올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글은 “메리크리스마스인가? 해피홀리데

이인가?”의 주제아래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글 중의 하나

이기에 필자는 산타크로스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목회적 연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이 시대

에 어떻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으로

서 온전히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세

대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독교교육적인 제

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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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의 현장이 된다.

다음세대의 신앙성장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적 문화를 자발적으로 택하기

까지 의도적이고 공동체적인 

양육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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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현장과 경험이 강력한 교육의 기회요, 순간이 

되기에, 유스트는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비

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일반 세상문화는 단지 벽을 

세워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도리

어, 그들이 세속적인 세상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

정하되, 세속적 세계관보다 더욱 의도적이고, 진실

되며, 공동체적인 기독교적 문화를 함께 그들의 삶

에 병존하여 강력하고도 의도적으로 제공할 때 아

이들은 바로 거기에서 성서적이고 거룩한 하나님

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여정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

니라, 아이들이 그들이 매일 접하는 세속적 문화

를 내려놓고 신앙적 문화를 자발적으로 택하기까

지 의도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인격적인 신앙공동

체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러한 교육적 행위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실천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대림절에 대하여 설명해주기, 예수님의 탄생이야

기에 나온 상징들을 활용한 거실꾸미기, 소망의 예

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도움이 필요한 이

웃과 친구들에 대한 기도와 봉사 등은 대림절기와 

성탄절을 지나는 가정안에서의 아이들에게 있어

서 자신들이 세상속에 살아가지만, 도리어 하나님

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보다 선명

히 발견케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필자

는 이러한 신앙적 가르침의 대표적인 실천현장으

로서 가정예배를 제안하고자 한다.  

3.  강력하고 의도적인 이중문화, 세상속에 하나님 자

녀로 살아가게 하는 교육

어린이 영성학자이면서 기독교교육학자인 케

런모리 유스트(Karen-Marie Yust)는 위와 같은 세

속적 삶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

앙적인 양육을 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강력하

고 의도적인 신앙적 이중문화를 제공하기를 제안

한다. 유스트는 어린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

경과 경험의 세상을 통하여 문화화 되어가는 존재

이며, 특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매우 중요

한 영적인 형성과 성장의 장이 됨을 강조한다. 다

시 말하자면, 어린이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의 현장이 된다. 이렇듯, 



4.  가정예배, 이중문화의 삶을 사는 자녀의 심령에 복

음문화를 세우는 자리

가정예배가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

고 감사하는 공동체적 의례라고 이해할 때, 가정예

배의 자리야 말로 다음세대들이 세상에서 경험하

고, 들어왔고, 익숙해왔던 가치, 우선순위, 삶의 목

표, 삶의 방향등이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다시 점

검받고, 확인받으며, 재해석되어지고, 재구성되어

지는 강력한 기독교교육의 현장이 된다. 초대교회

의 교부들인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

멘트, 성 어거스틴, 종교개혁의 리더들이었던 마틴 

루터, 존 칼빈, 청교도 시대의 찰스 헨리, 미국 대부

흥주의 운동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한국 선교

초기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겼던 곽안련 목사

님의 문헌들을 통하여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은 세속적인 세상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 세계관안에서 세상

에 끌려가기 보다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위대한 영

적리더로 자라나는 핵심적인 신앙교육의 현장중

의 하나는 바로 가정안에서 거룩한 의례를 구별하

여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속에서 하

나님으로 인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세워지는 곳

이다. 세상의 이야기와 가치관이 무분별하게 하나

님의 자녀들의 삶의 중심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메가스토리와 세상의 이야기를 혼돈하게 흔들어

놓으며, 성경적 가치관을 도전하고, 기독교적 유산

들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려고 할 때, 가

정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

씀안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참여한 세상을 다시금 

반추하고, 복음의 빛으로 재해석하고, 비로소 자신

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앞에 분별과 새로운 

결단을 하게 인도해준다. 만일 대림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에게 미리 언약하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린

다면, 그래서 그들의 삶에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

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감

사하고, 찬양함으로 가득 채워 간다면, 산타크로스

와 선물들이 결코 그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예수

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지는 못할 것이다.     

5.  교회, 이제는 프로그램이 아닌 커리큘럼으로 신앙

의 생태계를 세우라! 

최근 북미 지역의 많은 교회교육 현장 전문가들

과 학자들은 가정예배와 관련된 교회사적 문헌연

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학적이고 

예전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오늘날 교회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티모시 폴 존스(Timothy 

Paul Jones), 제리 마르셀리노(Jerry Marcellino), 

도날드 휘트니(Donald S. Whitney) 등을 중심으

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구비모델(Family equipping 

model)이론이다. 가정구비 이론의 핵심은 이제 부

모세대가 협력하여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전수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시도해온 이벤

트 형태나 프로그램 형태로 제시되는 것에는 한계

가 있으며, 도리어 그들의 부모를 자녀의 제자화과

정의 가정교사로 세우며, 합당한 교사로서의 역량

을 길러주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주어서 이른바 

교회와 가정이 다음세대 신앙양육의 파트너가 되

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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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세대가 세

상과 구별되어지는 정체성과 비전의 은혜를 공급

하시며, 그렇게 구별되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

들이 비로소 세상을 복음으로 제자화시킬 것을 간

절히 소망한다.   

예를 들면, 본 글에서 논하고 있는 대림절과 성

탄절에 부모가 어떠한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역할

을 감당할 때, 자녀들은 비록 세상속에서 살아갈지

라도 세상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 세상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부딪혀도 세상속에 끌려가지 않

고 성경적인 중심을 잡고 도리어 자신을 세상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이 자라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합당한 

훈련과 자료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

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번 나

오는 교회안에서의 시간과 경험만으로 신앙형성

과 신앙성숙을 보장할 수 없고, 교회에서의 예배와 

성경공부가 교회밖에서의 삶속에 다시 반추되고, 

도전되고, 삶을 변혁시키는 일상에서의 신앙교육

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믿음의 가정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부지런히 주목하

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게 도우며, 부

모세대와 다음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정의 일상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가정예배를 세우기를 권면한다.   

6. 나오는 말: 세상에 제자화되는 자녀, 이제는 세상

을 제자화 시켜라!

요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세상으로부터 핸

드폰, 영화, TV, 학교에서의 왜곡된 성문화와 폭력

문화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식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

아들이며 제자화당하고 있다. 이러한 삶속에 이제

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경험하고 알게 

된 부모세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일상의 삶에서부터 제자화시켜야 한다. 바로 그 믿

글 | 신형섭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하고,  장

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과정을 마치

고, Union-PSCE 대학원에서 M.A.C.E.과정과 

Union-PSCE 대학원에서 Th.M.을 수료하였다. 

미국 Union Presbyterian Seminary 에서 Ph.D.를 

마쳤다. 현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상업주의와 크리스마스

확실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과 다르다. 거리

마다 캐롤송이 넘치고, 성탄장식으로 들뜬 분위기

가 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에게

는 약간 서운한 감도 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야 말

로 세속화되고 상업주의에 물든 종교기념일이다. 

올해도 각종 호텔과 숙박업소는 크리스마스 파티

룸(party room) 마케팅에 한창이다. 하루밤 수십만

원씩 호가하는 방에서 사람들은 밤새도록 파티에 

취한다.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는 날이다.

크리스마스 소식은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시작된다. 12월도 되기 전부터 백화점

에는 산타할아버지가 등장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가 세워진다. 크리스마스는 기업과 상인, 심지어 나

이트클럽과 술집들의 대목이다. 크리스마스는 연

인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날이며, 가족과 

친구들이 선물을 주고 받는 날이다. 화려한 장식, 

선물, 파티, 노래 소리, 이런 분주함 가운데 아기 예

수는 온데 간데 없다. 

박 철 교수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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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원형을 상실하고, 왜곡된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한 날이 되었다. 크리스마스는 인류

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다. 평화의 왕되신 그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미하는 

날이다. 하지만 산타클로스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

을 갖다 주는 날, 밤새도록 흥겹게 놀면서 파티하는 

날, 연말연시의 흥청망청 분위기를 띄우는 날이 되

었다. 물론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인들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들뜬 날로 지낸다

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이는 크리스마스가 하나

님의 일반은총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회복되어야 한다. 그날이 예

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

님을 대적하는 맘몬(물신)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

문에 더욱 그러하다.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는 태생적으

로 이교적, 세속적 속성이 침투할 수 밖에 없었다

고 한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정해지고 본격

적으로 축하하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재위 

337~352)때이다. 12월25일 전후는 고대시대부터 

큰 축제가 열리던 시기로, 이교도의 농신제와 태양

맞이 축제가 있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에는 이러

한 축제의 소란, 과음, 환락, 춤, 흥겨움이 침투할 수 

밖에 없었다.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축일로 변질될 

싹이 도사리고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상업주의는 

이윤추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이용해 왔다. 

물질이 근본이 되는 사회, 즉 자본주의는 이윤추

구라는 강한 동인을 가지고 있다. 마이클 샌델이 주

장한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조차도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모든 것을 사고 파는 대상

으로 삼아버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상업주의라고 

부른다. 상업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인

간의 탐욕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맘

몬이다. 거룩한 영역에도 이미 자본의 논리가 침투

하였고,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를 소비의 사회로 규

정하였다. 소비사회에서는 인간정신도, 문화도 산

업화되어 상품으로 찍어져 나오고 소비된다. 모든 

인간정신의 산물들도 소비상품으로서의 운명을 벗

어날 수 없다. 대중들이 열광하는 상품만이 살아 남

아 이윤을 창출하고 확대재생산 된다. 본질은 훼손

되나, 껍질인 상품과 이미지는 소비되어 살아남는

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이 길을 걷고 있다.  

기업은 인간의 욕구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지 달려간다. 팔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탐사하고 

캐낸다. 기업의 마케팅은 상품개발, 가격, 광고, 판

촉 등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 마케팅

의 중심에는 사람보다는 자본과 이윤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으르릉거리는 사자와 같이 상업화의 

날카로운 이빨로 먹잇감을 찾고 있다. 크리스마스

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판매기회를 제공한다. 

상업주의에 물든 

소비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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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상품들은 대개 크리스

마스 원래의 의미를 소통하고 강화시키기 위함이

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하거나 감사하는 카드, 

음악(캐롤), 장식품, 함께 모여서 축하할 때 기쁨을 

더하는 선물과 음식들이 그랬다. 그러나 이러한 상

품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는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그 소비강도가 더해지면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

게 되었다. 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야겠다는 

기업들은 더욱 상업주의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상

업주의는 크리스마스와 아무 관련없는 허구의 영

웅을 만들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열광하는 인물

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클로스일지도 모

른다.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의 가장 왜곡된 상

업적 이미지이다. 이미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

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신적 존재가 되었다. 산타

클로스의 유래는 270년 소아시아 지방에서 출생하

여 터키 미라의 대주교로 활동한 성 니콜라스라는 

인물이다. 그는 선행과 자비심으로 많은 이들의 칭

송을 받았다.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

는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로 시작된 그의 신화는 빨

간복장으로 코카콜라의 광고에 등장하면서 물신의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린다. 크리

스마스의 오리지널 스토리에는 등장하지도 않는 

인물이 지금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

장에서 산타클로스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하다. 상

업주의로 인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고, 허구가 진

실을 대체하는 일이 일어났다.   

핀란드 로바니에미 근처에는 산타마을이 있어 

일년 열두달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마

을에는 크리스마스의 세속 신 산타클로스를 경배

하는 순례자들로 들끓는다. 매년 30만명이 넘게 방

문하며, 연간 매출액은 3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전 세계에 유사한 산타마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났다. 심지어 우리나라 두메산골 경북 봉화군 분천

에도 산타마을이 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

해 산타클로스를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상품을 버무린 상술에 그저 놀랄 뿐이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이미 소비의례화된 지 오래

다. 소비의례란 대규모 소비가 동반되는 절기, 기

념일, 명절 등을 말한다. 이러한 소비의례에는 의례

대본에 맞추어 의례역할과 청중이 존재하고, 상품

화된 의례인공물들이 등장한다. 소비의례는 반복

적으로 수행되고, 참여자들의 경험과 감정이 고양

된다. 소비의례는 기업에게 더 할 나위 없는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요즈음은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수 많은 소비

의례가 창출되고 지켜진다. 2월14일 발렌타인데이 

역시 원래는 의미는 퇴색되고, 여자가 좋아하는 남

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변색되었다. 11월

11일은 우리나라 온 국민이 빼빼로데이로 지내는 

날이다. 특정 상품의 매출을 위해 다양한 소비의례

가 창출되고, 그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상업

주의의 전략이다. 오늘날에는 정말 온갖 기념일이 

난무하고 있다. 화이트데이(사탕), 블랙데이(짜장

면), 삼겹살데이(3월3일)... 이런 상업화된 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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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상품과 소비를 위해 억지로 의미를 만든다. 이

는 문화적 본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껍

데기를 상업화된 환상으로 대체할 뿐이다. 상품은 

그 자체로 문화적 본질도 아니요, 문화적 의미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모든 인위적인 소비의례는 상

업적 이윤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환상을 기

념할 뿐이다. 

크리스마스는 전세계 사람들이 지내는 거대한 

소비의례이다. 크리스마스는 거의 모든 대형 유통

업체들이 세일을 하는 최고의 쇼핑일이다.  연말연

시라는 다소 들뜨기 쉬운 시즌 한가운데 있는 크리

스마스는 놀고 즐기기 좋은 날이다. 최근 중국 젊은

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hot)한 명절은 크리스마스

이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서양의 절기로만 알고, 즐기는데 열중한다. 크리스

마스 무렵, 화려한 성탄장식으로 가득한 중국 주요

도시의 밤거리 풍경은 참으로 놀랍다. 중국이 마치 

대단한 기독교국가인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많은 

중국인들은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지 

잘 모르고, 설령 알아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

른다. 그저 크리스마스의 껍데기만 가져와 자기들 

나름대로 소비의례로 즐길 뿐이다.   

원래의 의미와 실제는 없어지고, 외형만이 왜곡

되어 전파되는 날, 문화적 오염이 심한 날이 상업주

의에 물든 크리스마스이다. 그 속에 내재된 본래의 

상징과 의미는 퇴색되고, 세속적 대본으로 덕지덕

지 고쳐진 날이 되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오

늘날 성탄절이 상업주의에 물든 기념일로 변하면

서 그 휘황 찬란함이 하느님의 신비감과 겸허함을 

가리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왜곡된 크리스마스의 

정점에는 맘몬의 사특함이 도사리고 있다. 인간의 

세속적 욕망들을 배설하는 장으로 신성한 크리스

마스를 이용하라고 부추긴다. 이에 편승한 기업들

은 소비와 상품으로 범벅된 크리스마스를 인간들

에게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크리스마스는 영적 싸움이 치열한 

날이다. 맘몬은 크리스마스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

고, 인간에게 즐기고, 탐하고, 소비하라고 한다. 크

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라는 혼합주의 유혹이 강한 날이다. 우

리는 그리스도와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사

탄은 언제나 우리 영혼을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탐

닉시킨다.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러 오신 그리스도

의 탄생일조차도 세상과 육의 것에 집중하게 하는 

날로 만든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

결은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되새기

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왜 이

전만 못하냐는 볼멘 소리는 오히려 반가운 현상이

다.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소란한 날

이 아니다. 저성장기와 불황이 반복되면서 이전 처

럼 흥청망청의 크리스마스는 시대착오적이다. 과

도한 상업주의가 판치지 않으니, 오히려 우리 그리

스도인들은 원래의 의미를 되살릴 좋은 기회이다. 

너무 뻔하고, 가볍고, 소비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

라, 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크리스마스로 만들

어야 한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절망의 세상에 

새소망을 주신 날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

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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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된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또 하나의 걱정

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맞는 크리스마스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 못하게 하는 시대의 주

장은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하지만 해피 할러데이, 

이것 역시 기독교인을 제외한 다수의 고객들을 끌

어들이기 위한 기업의 상술이 묻어난 마케팅 언어

이다. 하지만 개독이라 불리는 반기독교 정서가 존

재하는 사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내세우기란 쉽지 

않다. 우리 종교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의 취향까지 존중해야 하는 사회에서 크리스마스

는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종교다원주의 시대

에서 오히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좋은 기

회이다. 이미 크리스마스가 문화속에 편만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어떻게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

수를 알리느냐가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기독교의 공헌은 분명히 

많다. 하지만 단 한가지의 과오가 이를 다 덮어버

린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 관대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한

다. 내 욕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지는 않

는가? 내가 예수를 상품화하고 팔고 있지 않는가? 

나도 세속화된 크리스마스에 편승하지 않았는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깊

이 생각하는 날로 회복되어야 한다. 동방박사 경배

와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진 첫번째 크리스마스

는 심히 좋았다. 그러나 죄에 물든 인간들이 상업화

된 크리스마스로 타락시켰다. 이제 왜곡된 크리스

마스를 바로 세워야 한다. 

크리스마스의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

신 진정한 의미와 뜻을 따르는 것이다. 하늘 위의 

보좌를 버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으

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참혹한 십자가 고통

까지 당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

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들을 풀어

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가장 소외된 자들을 섬겨야 한다. 사랑의 손길이 필

요한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가장 힘

써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겨야 할 때이다. 한국 

기독교의 전 역량을 모아 선행에 힘써야 할 때이다. 

우리끼리의 성탄축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

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

하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 크리스마스 때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오

심을 느낄 것이다. 

기독교는 세상을 압도하려 하지 말고, 작은 불꽃 

하나의 소박함에서 큰 불꽃을 이루는 기적을 만들

어야 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글 | 박철

박철 교수는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사,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

다. 삼성물산에서 근무하였으며,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University of Hawaii,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中國 濟南大學의 방문교

수로 활동하였다. 현재 기독경영연구원 원장, 한국

소비문화학회 회장,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세

종경영연구소 소장, 중앙자활센터 이사로 활동중

이다. ‘기독경영 Just ABC,’ ‘경영, 신앙에 길을 묻

다,’ ‘소규모 사회적기업과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미국의 정치와 크리스마스 

-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

미국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이 감소하

고 대중문화가 점차 다문화, 다종교, 다원화되면

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사회의 반응도 지난 20년간 

많이 나타났다. 넓게는 지방정부나 공공장소에서 

독특한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설치할 것인가로부

터 작게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예

를 들어서 커피 컵의 디자인이나 상점에서 직원들

이 건네는 성탄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

난다. 전자가 법적인 이슈라면 후자는 대중문화의 

인식에 관한 이슈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대

한 미국 대중문화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둘 다 신앙

과 문화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던 때부

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성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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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해라고 즐거워하였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크리스마스 전쟁을 치러왔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

겼다… 드디어 올해 … Merry Christmas!라고 말하

지 않는 상점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지 않은 첫해

가 되었다.” 올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크리

스마스 전쟁에서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Billy Graham의 아들인 Franklin은 일부 공공기

관이 기독교 이미지를 설치할 것을 거부하거나 일

부 공공병원이나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

르지 않는 것을 크리스마스에 대한 노골적인 전

쟁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부로 이

해한다. 그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우리 문화의 증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의 고통하는 때”로서 

“자만, 교만, 무정함, 사나움”이 무성한 시대라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이러한 논리는 사회에

서 복음을 긍정하려는 기독교적인 열심과 경건을 

반영한다. 이 논리는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음에 관련하여 교회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다. 사회가 복음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그렇

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으로 보는 것이

다. 복음의 메시지가 사회에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

다는 이러한 주장은 American Family Association

이나 Liberty Counsel 과 같은 복음주의 보수 신앙

단체가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와 기독교의 이미지

를 사용하는 기업과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기업의 

리스트 (Naughty or Nice List)를 매년 작성하며 배

포하는 것에 잘 나타난다. 때로 그것은 특정 기업

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부터 이 이슈는 복

음주의 신앙과 정치 사이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만

들었다. 신앙과 문화/정치 사이에 관련된 크리스

마스 이슈들은 기업과 상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Happy holidays” 와 “Merry Christmas” 사이의 선

택으로 단편화, 상징화되고, 그 사이의 갈등을 기

독교에 대한 핍박 또는 크리스마스 전쟁 (war on 

Christmas)으로 보도록 고착화하였다. 이렇게 정

치적으로 여과된 신앙과 문화의 이슈가 보수적인 

뉴스 매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으로 전파되면서 문화 안에서의 신

앙의 문제는 정치-대중 매체로 말미암아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 이슈는 미국 기독교 신

앙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의 기독교와 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조

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이 있다는 견해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이라는 표현은 보수매

체를 진행하는 Bill O’Reilly와 Peter Brimelow에 의

하여 전파되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독

교적인 용어들이 미국 사회에서 대기업이나, 상

점,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검열되고, 삭제되고, 

배척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을 크리

스마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 즉 신앙

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한다. 그것을 기독교

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Happy 

holidays”를 용인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

한 도전이므로, 그 다음 도전은 낙태요 그 다음은 

안락사를 인정하라는 점진적인 세상문화의 도전

이라고 본다. O’Reilly는 Fox News에서 올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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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

리는 북미 사회가 다문화-다종교 사회로 변화된

지 오래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발

버둥일까 아니면 아직도 기독교가 북미 사회에 기

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과거 시대에 대한 동경일

까? 또는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경건함

의 표현일까? 그것이 경건과 열심의 반응일 수 있

어도 교회 대외적으로는 사회의 문화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재의 결과이며 반기독교적 감성을 부추

길 수 있다.

둘째로, 이러한 논리는 기독교 신앙을 한 두 가

지 특징으로 단편화시킨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

쟁이 연말에 인사를 건네는 용어와 상점 장식으로 

단편화되어, 정치적으로 형성된 구도 에서, 공평하

지도 건강하지도 않는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논쟁

되는데 이는 우리 마음을 매우 거북하게 만든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신앙에 관하여 한 인터뷰들, 

“나는 사실 하나님께 별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

데, 그건 내가 별로 용서받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

았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과도 잘 지낸

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독교와 기

독교적인 실천에 대한 좀 더 통합적인사고가 필요

하다.

이러한 일부 복음주의의 사고의 근저에는 그들

이 미국 문화의 변화로부터 겪은 상실감과 미래

를 향한 기대가 어려있다. 미국의 대중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대부분 기독교적으로 크

리스마스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어한다. Happy 

holidays를 더 선호한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41

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줄어들었고, 현재 13퍼센

트의 미국인만이 Merry Christmas라는 인사말을 

들을 때에 개인적으로 불쾌해진다고 한다. 미국

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이 있다고 믿는 공화

당 지지자들은 지난 2012년의 68퍼센트로부터 현

재 57퍼센트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통계는 Merry 

Christmas가 현재 대중적인 인사말로 사용되고 있

으며, Happy holidays도 그와 비슷한 인사로 기독

교 신앙에 거부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슈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끼치며,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

하므로 신앙-정치-문화에 변수를 만들어가고 있

다.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그에게는 손해나지도 자금이 들지도 않

는 적절한 언어 서비스인 셈이다. 다수의 복음주의

백인 개신교 지배적이던 사회가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상실감을 경험한 그들은 

사회에 대하여, 특별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기독교 이슈에 있어서, 

복음주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였다.



자들은 오바마 시절에 행해졌던 성전환자들의 인

권보호,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 삼의 성을 주장하

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의 제공, 종교가 다름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거부한 기업주인들에 

대한 고소 등을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을 표현하는 정치적으로 적

합하고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언어에 대한 반감을 

키워왔다. 32퍼센트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의 신앙이 핍박 당한다고 주장하며, 76퍼센트

는 장차 미국에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더 많은 

핍박이 올 것으로 믿는다고 응답한다. 사실 미국인

들은 9/11 이후 대중적인 두려움이라는 증세를 앓

아왔다. 거기 맞물려서 정치적으로 타당한 언어와 

포괄적인 언어의 사용에 대한 요구는 그들에게 일

종의 전체주의적인 억압으로 다가왔다. 백인 개신

교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불만을 표출

할 적당한 창구를 찾지 못하였으며 사회가 인정하

는 적합한 언어가 아닌 거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비사회적이고 열등한 사람 취급을 받도록 하였다. 

미국인 중 정치적으로 적합한 언어의 사용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71퍼센트가 그것이 문제임을 지적

하였다. 그들이 소리치고 싶었던 핵심은 누군가 그

들을 대변하여 백인지배적이던 사회의 종말에 대

한 불만을 표출하고, 누군가 나와서 그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약속한 사람이 트럼프였다.

백인 개신교 지배적이던 사회가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로 변화해가면서 상실감을 경험

한 그들은 사회에 대하여, 특별히 상징적으로 중요

한 기독교 이슈에 있어서, 복음주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였다. 

여기 다루고 있는 이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억

압이 아니라, 다문화된 미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 기쁨을 

누릴 것인가 이다.

위 주장에 반대하는 측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

인을 포함하여, 미국에 그런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아무도 조직적으로 또는 공공적으

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핍박하지 않는다. 일부 

기독교 그룹이 연말에 특별한 기득권을 주장해서 

약간의 문화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공공건물과 학교에서 종교적인 이미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북미 문화 자체가 기독교나 예수의 탄생을 핍박

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크리스마스는 연

방정부 차원의 공휴일이다. 그래서 독특한 종교적 

이미지를 정부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미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미국은 헌법상 기독교 국가로 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Happy holidays

라는 인사말은 Merry Christmas와 함께 100년 이

상 사용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Happy holidays가 

특별히 기독교적인 성탄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거

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이고 문화적

인 배경에서 상점의 직원이 Happy holidays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은 고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려

는 포괄적인 언어이자 (inclusive language) 비지

니스 수단이다. 사실 월마트, 메이시나 시어즈 백

화점, 그리고 스타벅스에 많은 이들은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비종교인들이다. 포괄적인 언어는 사회

의 모든 구성원들을 공평하게 배려하는 표현으로

써 현재 북미문화에서, 특별히 학교와 공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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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사람이나 비종교인에게 기독교적으로 독특

한 Merry Christmas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보다 

Happy holidays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주장의 요점은 미국사회가 더 이상 백인지배

적인 사회가 아니라 다문화-다종교적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사

용하지 않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부요 핍

박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는 주장이다. 그것은 예

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탄생과 그에 대한 신앙에 관

련된 것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공평한 언어

와 표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는 예

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에 대한 신앙은 교회와 개

인 영역에 속한 것이며, 미국의 헌법과 문화는 당

연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그러한 기독교적

인 신앙을 반대하지 않으며, 사실 과거에 그래 왔

던 것처럼 Happy holidays로도 Merry Christmas와 

같은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달하고 나눌 수 있다

는 생각이 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의 의미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의 의미는 크리스마

스라는 짧은 기간동안 주고받는 인사말이 Merry 

Christmas인가 Happy holidays인가 하는 그리스

도인들이 받는 느낌의 차이로 제한할 수 없다. 그

것이 느낌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라

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 전쟁의 의미는 성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빛과 어두움이라는 세력간

의 전쟁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의 능

력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

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은 대선과정에서 불법이민자 (illegal immigrant)라

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하였

다. 그보다 정치적으로 적합한 언어는 합법문서

를 소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migrant)이다. 이전에 handicapped people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지금은 specially-gifted people

이라고 부르며, 이전에 Negro또는 Black American

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African American이라고 

부른다. 정치적으로 적합한 용어의 요점은 사회의 

구성원들을 불법 (illegal), 장애인 (handicapped), 

검둥이 (negro) 또는 흑인 (black) 이라는 낙인과 

판단을 포함하는 용어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적합한 언어와 포괄적인 언어의 사용

의 배경에는 언어가 인권을 탄압하거나 차별하기

도 하고 반대로 인권을 증진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일치를 도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깨달

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언어의 사용은 종교-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도 마땅하다. 기독교를 믿지 

어두움이 다스리는 세상에 

빛이라는 왕이 오심 자체가 

전쟁의 시작이다. 

성육신 자체가 전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왕으로 오심으로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혁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창조질서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였다. 



글 | 심재승

심재승 교수는 그림을 그리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거기서 회심하여 칼빈대학에서 철학을 공부

하고, 칼빈신학교에서 M. Div와 조직신학으로 Ph. 

D.를 공부하였다. 현재 미국 아이오와주 소재의 

Dordt College에서 신학교수로 재직중이다. 조직

신학과 함께 기독교 교육, 세계관 교육, 공공신학에 

관심이 많다. IAPCHE와 관련하여 교수개발 프로

그램에서 강의하였으며, 범아시아 아프리카 기독

교대학 연합체인 PAUA의 연구소 소장으로 선교지 

기독교대학의 교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음서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

과 달리 그의 탄생과 구속역사의 의미에 초점을 두

고 있다.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

시매…” (요한복음 1:5, 14). 죄의 굴레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

였다. 그러던 중에 인류는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

스도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을 맞이한다. 이 사건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극

심한 대결의 현장에서, 말씀이 육신되게 하시는 하

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어두

움이 다스리는 세상에 빛이라는 왕이 오심 자체가 

전쟁의 시작이다. 성육신 자체가 전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왕으로 오심으

로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혁파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 새로운 창조질서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였다. 죄

로 가득하던 세상에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

에 왕이신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그 어깨에

는 정사를 매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2-7). 이 모든 메시아의 역사는 그의 탄

생과 순종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오

직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

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그의 나라의 백성

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된 백성이 자신의 역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성탄이 요구하는 

바, 빛과 어두움 사이의 전쟁에, 말씀이 육신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 전쟁은 신앙고백이나 종교적 활동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치러지고 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어떤 인사로 맞을 것인가, 커

피샵의 컵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또는 상점의 연말 

장식을 어떠한 언어로 할 것인가 하는 문화적인 느

낌이나 감성보다 훨씬 깊고 절실한 전쟁이다. 크리

스마스에 관련된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의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지금도 치러지는 빛과 어

두움 사이의 전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오

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빛을 증거함이란 그 

빛이 오셨음에 대한 지적이거나 신앙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가 빛으로 내 안에,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와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현실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빛이 어두움이던 내 안에 들

어와 나를 비취고, 내 삶과 사회를 비췸으로 변화

되었다는 증거가 신앙인데, 그 신앙은 빛으로 말미

암아 내가 빛이 된 것으로 증거된다: “너희는 세상

의 빛이라” (마태복음 5:14). 빛된 삶의 충실한 증

거들이 신앙고백과 결합할 때에 우리는 크리스마

스의 전쟁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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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에 대한 책갈피

성탄(聖誕)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

는 날[12월 25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절기가 실은 다양하고 뒤엉킨 사안

들의 원천이 되어 왔다. 신학적으로 성탄은 성육신

(成肉身, incarnation) — 그리고 그 출발인 동정녀 

잉태(virginal conception) — 을 전제한다. 또 성육

신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성탄 메시지

의 핵심이 속죄와 구원일 수도 있고, 섬김과 희생

일 수도 있으며,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거나 

인간성의 회복일 수도 있다.

다소 중요성이 덜한 사안으로 여겨지겠지만, 어

떤 이들은 동방 박사를 인도한 별의 정체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기도 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심

지어 성탄절의 역사적 기원이 이교적이라고 보아 

절기 자체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책갈피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을 

많이 했다 — 성탄이라는 주제를 어떤 각도에서 

다루어야 할까? 게다가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든 

한글로 된 책자가 적다는 점 (따라서 영서를 소개

해야 한다는 점) 또한 큰 부담이었다. 고민 끝에 

(날짜도 충분하지 않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임의로운 책갈피를 꾸미기로 했다. 부실의 책임은 

모두 필자에게 있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 책자들은 성탄을 주

제로 하는 메시지/설교/강설집이다. 세 권을 선보

이고자 하는데, 하나는 한국인 저자의 것이고 나머

지 둘은 미국인 목회자의 작품이다.

저자(1914-2003)는 폭넓은 신학 지식과 특유

의 전개 방식으로 성경의 책들과 성경적 주제들을 

강해해 왔는데, 이 책자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다. 이 강설집은 저자가 1965년부터 1983년까지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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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개정증보판 (서울: 성약출판사, 2009).



한 내용을 토대로 꾸며졌다. 원제는 The Christ of 

Christmas(Moody Press, 1983년 간)이다.

이 책자는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예수 

그리스도와 성탄절”(두 편), 제2부 “동정녀 탄생과 

성탄절”(네 편), 제3부 “첫 번째 성탄절”(여섯 편), 

제4부 “성탄절의 사람들”(네 편)이 그것이다.

보이스는 총 16편의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한다. 첫째, 그

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다. 

둘째, 성탄절의 하찮은 사람들 [요셉, 마리아, 

목자들, 시므온, 안나, 스가랴, 엘리사벳]에 대한 

“밀착 취재”이다.

팀 켈러(Timothy J. Keller, 1950- )는 탁월한 목

회자-신학자-변증가로서 뉴욕 시를 거점으로 하

여 건강하고도 적실한 도시 목회를 전개했고, 이

를 토대로 이 시대 도시 목회의 모델을 모범적으

로 제시했다. 그의 메시지는 대부분 기독 신앙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 회의나 의문을 품은 이들에게 

호소력이 크다. 이 책자 역시 그런 이들을 염두에 

두고 꾸며졌다. 

총 8장을 구성하는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9회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전달한 메시지 23 편

을 골라 책자화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필자가 보기

에 성탄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네 편(3, 4, 19, 23

강)을 제외하면, 열 아홉 편이 남는다.

그렇다면 성탄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1강, 2강)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 가지 태도”(5강), “그리

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6, 8, 10, 15강),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7강), “은혜의 

그릇으로 쓰인 마리아”(9강),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11, 12, 13, 14강),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에 대한 묵상”(16강), “계시의 그릇으로 택함 받

은 목자들”(17강),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

적”(21강)이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임스 보이스(James Montgomery Boice, 

1938-2000)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필라델피

아의 제 10 장로교회에서 32년 간 [1968-2000

년] 봉직했다. 이 책자 역시 보이스가 1969년부

터 1982년까지 성탄절마다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지음, 심성민 옮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성탄절 메시지」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3).

Timothy Keller, Hidden Christmas: The Surprising 

Truth Behind the Birth of Christ (New York: Vik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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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빛이 비추이다

2장 예수의 어머니들

3장 예수의 아버지들

4장 왕이 어디에 계시는가?

5장 마리아의 믿음

6장 목자들의 믿음

7장 영혼을 찌르는 칼

8장 성탄의 교리

성탄 메시지는 성육신의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

이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책자들은 성육신과 연관

된 신학적 저술들이다. 역시 세 권을 등장시키고

자 하는데, 순서는 저작 연대를 좇은 것이다.

원 저술의 출간이 1930년임을 고려한다면 올해

로서 책령(冊齡) 90이 다 된, 그러나 결코 노후했

다고 볼 수 없는 작품이다. 메이천(John Gresham 

Machen, 1881-1937)은 구 프린스턴 신학원의 신

약학 교수였으나 신학교 내의 현대주의 [신학적 

자유주의] 경향에 반기를 들다가 끝내는 웨스트민

스터 신학원의 창립에 주동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상기 저술도 메이천이 겪은 시대의 상황과 무관하

지 않을 것이다.

이 저술은 총 15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이천

은 자신의 작품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

한다.

제1부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라는 가설을 검토함

   1장 ∼ 11장까지의 내용

제2부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니라는 가설을 검

토함

   12장 ∼ 14장까지의 내용

제3부 결론

   15장

메이천은 제1부에서 주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의 증거를 살핀다. 제2부에서는 만일 동정녀 탄생

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관념이 배

태되었는지 유대인 기원론과 이교도 기원론으로 

나누어 탐색을 시도한다. 마침내 제3부에서는 전

자[제1부]의 가정이 여러 모로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때는 1977년 — 영국의 기독교계는 성육신의 성

격을 놓고 적잖은 신학적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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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Gresham Machen, The Virgin Birth of Chris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5).

Michael Green, ed., The Truth of God Incarnat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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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다원론자인 힉(John Hick, 1922-2012)을 비롯

한 급진적 신학자들이 성육신을 하나의 신화적-

시적 표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John Hick, 

ed., The Myth of God Incarnate(London: SCM 

Press, 1977)으로 표명되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반응은 신속하고 격렬했다. 

대표적 복음주의 학자이자 변증가인 그린(Michael 

Green, 1930- )은 다른 네 명의 지도자들과 더불

어 The Truth of God Incarnate으로 응수했다. 책 

제목에서부터 The Myth of God Incarnate의 내

용을 배격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풍긴다.

그린이 편집한 상기 책자는 7편의 글/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편인 “신약의 그리스도”는 그

린 자신의 글로서, 사도 바울과 복음서의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예수는 이미 신적 존재의 면모를 지

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둘째는 스티븐 닐이 쓴 “예수와 신화”이다. 닐

(Stephen Neill, 1900-1984)은 선교사와 학자로서 

특히 비교 종교학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는 이 글

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Christ-story)는 

주변국들의 신화와 너무도 다르며, 특히 복음서의 

탄생 기사가 그렇다는 것이다. 셋째 글 역시 닐의 

것인데, “예수와 역사”로 되어 있다. 닐은 예수 그

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

지만 역사의 중심이라는 설명과 합치는 된다고 말

한다.

넷째 편 “예수와 후대의 정통 이론”은 크리스

토퍼 버틀러가 썼다. 버틀러(Basil Christopher 

Butler, 1902-1986)는 뛰어난 성경학자인데, 이 글

에서는 초대 교회 4 세기 동안 성경의 그리스도가 

“철학적으로” 묘사되지 않을 수 없던 과정을 간략

히 그리고 있다.

그 다음의 글은 브라이언 헤블스웨이트가 작성

한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다”이다. 헤블스

웨이트(Brian Hebblethwaite, 1939- )는 철학 신학

자로서 이 글에서는 성육신의 중요성, 성육신이 함

의하는 바, 성육신의 가능성을 논한다.

여섯째 글 “예수와 역사적 회의론”은 다시금 마

이클 그린에 의해 쓰였다. 그는 예수에 대한 역사

적 회의론이 가지고 있는 3 가지 전제들을 밝힌 뒤 

역사적 회의론에 대해 7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끝

으로 이 회의론의 7 가지 결과를 열거한다.

마지막 후기는 조직신학자인 맥쿼리(John 

Macquarrie, 1917-2007)에 의해 쓰였다. 그는 

“성육신 없는 기독교? 몇 가지 비평”에서 The 

Myth of God Incarnate의 기고자들이 “신화,” 

“성육신” 등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않았

고, 또 전통적 견해에 대해 불만만 표할 뿐 그들 편

에서의 대안 제시가 없다고 비판한다.

이 책은 런던에 있는 오크 힐 신학 대학(Oak Hill 

Theological College)의 교수들이 2002년 5월의 

방학 강좌에서 전달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복음주

David Peterson, ed., The Word Became Flesh: 

Evangelicals and the Incarnation (Bucks., UK: 

Paternoster, 2003).



의자들은 성육신 교리를 강조하면서도 성육신 교

리가 함의하는 실천적 사안에 있어서는 결실을 맺

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었는데, 이 책자의 주

제들은 바로 이러한 결격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 마

련된 것이다.

제1장  마이클 오비(Michael Ovey): 그리스도

의 성육신은 우주적 과정의 성취/완성인

가?

제2장  마이클 오비: 적대적 세상에 성육하신 성자

제3장  데이빗 피터슨(David Peterson): 성육

신과 그리스도인의 삶

제4장  크리스 그린(Chris Green): 성육신과 

선교

제5장  티모디 와드(Timothy Ward): 성육신과 

성경

제6장  칼 트루먼(Carl Trueman): 성육신과 성찬

필자가 끝으로 소개하려는 책은 동방 박사를 인

도한 별의 정체에 관한 것이다.

두 저자는 동방 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별”이 유성이거나 유성의 집단이거나 큰 별똥별

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어떤 특정한 

성좌거나 목성·토성 등의 연접 현상도 아니라고 

판정한다. 동시에 신성(新星)의 폭발 현상도 아니

고 외계인의 등장은 더더군다나 가당치 않다고 본

다. 

그러면 그 “별”의 정체는 무엇인가? 두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 임재의 영광(shekinah glory)이 가

시적으로 드러난 초자연적 현상 —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과 같이 — 이라고 풀이

한다. “별”은 사실상의 별이 아니고, 메시야가 베들

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두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베들레

헴의 별에 대한 꽤 의미심장한 저술로 인정 받아

야 할 것이다.

글 | 송인규

한국기독학생회(IVF)의 총무 및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

센터 소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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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th Boa & William Procter, The Return of the Star 

of Bethlehem: Comet, Stellar Explosion, or Signal from 

Above? (Garden City, N. Y.: A Doubleday-Galilee 

Original, 1980).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랑과 소망, 평화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날이 

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

스마스, 선물, 산타, 해피 홀리데이만을 입에 올리

고 있다. 지금 모든 게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선택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

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

원받는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부르시고 세우시고 위임하시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한

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선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

개하고 믿어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 언제나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다. 사람들은 죄란 개념을 불편하

게 여긴다. 이젠 성경의 가르침에 확신을 갖는 것

이 독선과 교만으로 비춰진다. 이제 예수님은 크리

스마스의 메시지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 세상은 적(敵)이 점령한 땅이며, 우리는 점령

지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 타락 이후, 참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의 결정이 구

원이란 영속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 생각

우리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다

오지가 아닌 한 한국사회는 일 년 내내 쉴 새 없

이 돌아간다. 휴식도 없다. 이제 편의점, 마트, 헬

스장, 동네 병원도 연중무휴다. 뛰어난 설교자였

던 랄프 사크만(Ralph Sockman) 목사는 “역사의 

중심점은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있다”고 말했지만, 

피곤에 찌든 사람들의 마음에 크리스마스는 휴일

일 뿐이다. 이날 많은 이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크

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외식

을 한다. 물론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

리기도 하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설렘

은 없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사람들은 예수

님을 언급하지 않는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날 기념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

힌다. 하지만 다수는 이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여긴다. 정확한 날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기념일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예

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그래서 이날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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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리석거나 미숙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문화와 

기술이 발전할수록 성경과 속죄와 죄의 결과에 대

한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 이 땅에선 사랑, 십자가, 

구원, 배려, 은혜, 고난, 섬김 같은 개념들은 영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인간의 본성은 시간이 흐른다고 바뀌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게 진리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중요

한 것은 내 생각, 내 감정뿐이다. 구세군의 자선냄

비도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을 안다

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누구

인지 모를 때가 많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더 선명하게 말한다면, 우

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아니면 

알고 있지만 가끔씩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 당

황하기 일쑤이다. 시인 이성복은 「그날」이란 시에

서 이런 혼란스런 모습을 간결하게 정리한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깨달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신비스런 

사건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

니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고 명하신 것도 그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명하신다. 

혼란스런 세상이지만 이기적 유전자로 규정되

는 ‘나’라는 한계를 넘으면, 세상은 살만해진다. 삶

에서 중요한 것은 외모, 스펙, 재산이 아니다.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들의 마지막을 가

늠할 것이다.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이다. 마인드는 삶의 설계도와 

같다. 올바른 마인드가 있어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마인드는 여러분 각자가 붙들고 사는 

키워드가 보여준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행간을 읽는 것이다. 키워드

는 그것을 보여주는 힌트이다. 

인간은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휴식과 레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삶

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 우리는 오

락이 넘쳐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TV, 영화, 음악, 스포츠, 취미 같은 콘텐츠는 어떻

게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고 독점할지를 안다. 그래

서 가치 있고 영원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정신능력

은 시들고, 묵상에서 오는 깊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든다. 그 때문인지 로마시대엔 그

리스도의 성탄일을 과식과 만찬으로 축하했다. 오

늘날엔 그 자취가 쇼핑을 즐기고 연인과 시간을 보

내는 날로 나타난다.  

화려한 불빛, 넘치는 캐럴, 혹은 들뜬 분위기 탓

인지, 사랑에 대해 넌더리가 날만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선 이

야기를 하지 않는다. 인류가 2천년 동안 크리스마

스란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를 묻는 이는 어느 시대나 적었다.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전통은 많은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흩어져 있던 가족이 모이고, 식탁에선 웃음꽃이 피

어나고, 아이들은 선물을 풀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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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대전의 전쟁터에선 크리스마스 때 휴전을 

하기도 했다. 

한국 크리스마스의 역사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는 가장 떠들썩한 축제

이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예수가 사

라진 자리에 쇼핑객들이 넘쳐난다. 성탄을 어떻게 

기념하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

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에게 의(義)로 여기셨다. 

성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가 베들레헴이

란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 역시 메시아에 대

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다. 이런 크리스마스가 한국 땅에선 언제부터 시

작되었을까?

교회사에서 크리스마스가 교회절기로 제정된 

것은 354년의 일이다. 미국의 경우 1870년부터 크

리스마스를 국가 공휴일로 지키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에선 1885년부터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 산타

클로스는 1900년도에 처음 등장한다. 매티 윌콕스 

노블(Mattie Wilcox Noble) 부인의 일기는 좋은 자

료가 된다. 1893년 12월 25일날 쓴 일기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교환하고 가족

과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노블 부인은 선

물교환을 기록한 뒤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준다. 

며칠 전에 나는 우리 어학 선생에게 이웃의 

부인들을 오후에 초대하는 글을 써달라고 부

탁해 놓았다. 이 날은 우리의 큰 명절이기 때

문이다. .....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우리의 축복

받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예수

에 대해서 들어 보지도 못했다. 오늘은 그들에

게 예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인 것

이다. 

초창기 자료인 『독립신문』이나 『매일신보』, 혹

은 『대한크리스도인회보』를 살펴보면 크리스마스

가 매우 빠르게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것을 보

게 된다. 1896년 『독립신문』에서 크리스마스를 소

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불과 3년 뒤인 1899년엔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대한크리스도인회보』에선 

이렇게 적고 있다. “서울 성 안과 성 밖에 예수교 

회당과 천주교 회당에 등불이 휘황하고 여러 천만 

사람이 기쁘게 지나가니 구세주 탄일이 대한국에

도 큰 성일이 되었더라.” 그리고 1936년 『매일신

보』는 기사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기독교인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그래서 안 보이는 것들 

선물은 종종 물건으로 오해된다. 하지만 가장 소

중한 선물은 우리의 시간, 친절, 위로일 때가 많다. 

세상이 넓고 많은 것을 원할 때 크리스천은 깊고 

좁은 것을 고집해야 한다. 실제론 그러지 못하기

에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잊어간다. 크리스

천으로 산다는 것은 통념을 뒤집는 삶을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이것

을 잊을 때마다 누가는 말씀으로 깨우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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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면 이야기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이야기는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이야기

는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잃어버리고 있는 하늘

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찰리 브라운

(Charlie Brown)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한 예이다. 1965년 12월 9일 CBS 방송국에서 처음 

방영된 이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

닫게 한다. 찰리 브라운이란 만화 캐릭터를 모르

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찰리가 누구라도 좋으니 

크리스마스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자, 친구 스누피

(Snoopy)가 이렇게 알려준다.  

그 당시 들판에는 목자들이 있었어. 한 밤

중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지. ‘오, 저기 

봐!’ 주님의 천사가 그들 위에 나타났고 주님

의 영광이 천사를 비추고 있었어. 목자들도 두

려움에 떨기 시작했는데, 그때 천사가 말했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

쁨의 소식을 전하노니. 이는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

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으니 곧 그리스

도 주님이시라. 너희에게 보여줄 증거가 이것

이니 포대기에 싸여 말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수많은 천사가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로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야, 찰리 

브라운. 

오 헨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 찰스 디킨

스의 중편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오드리 헵번이 

1992년 크리스마스 때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샘 레븐슨(Sam Levenson)의 시는 모두 한 가지를 

보여준다. 이야기는 사람들을 깨어 있게 하고, 현

재에 충실하게 하고, 살아 숨 쉬도록 한다는 것이

다. 찰리 브라운이 만화 피너츠(Peanuts)의 작가 

찰스 슐츠의 페르소나란 말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

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작가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 때, 그것이 독자에게 그대로 파급된

다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읽을 줄 아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쓴 『인생』에 보면 가난한 

나라에 단기선교를 간 여학생 이야기가 나온다. 먹

지 못해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 짜증이 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

이 들었다. ‘이 아이는 평생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하

고 죽을 거야.’ 그 순간, 자신의 상황이 다르게 보이

기 시작했다. 아이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았기 때

문이다. 여학생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다. 우리에겐 크리스

마스의 행간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 

* 지난 1년 동안 이정일 교수님의 연재칼럼을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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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

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

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쿳

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

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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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선행? 
혹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노동은 사람됨이 실현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때로는 노

동의 대가를 경제적으로 환산하기도 하지만, 사실 노동의 

의미는 경제적인 가치 이상이다. 자기의 삶을 연소하여 얻

은 재물을 빼앗기거나 착취를 당하면 자기의 인생이 헛되

게 느껴지는 것도 사람의 노동이 갖는 가치 때문이다. 여호

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네가 네 손이 일한 대로 먹을 것이

라”(시 128:2) 하는 복이 선언되는 것도 사람의 노동이 갖

는 의미를 전제하고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처럼 사람의 노동이 의미를 지닌다면, 사람의 착한 행

위는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사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일이 될 것

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에서 강조하여 가르치고, 또한 사람

들도 쉽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선행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

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면, ‘사람의 ‘선행’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이 착한 일에 대하여서는 무관

심하게 되고 더 방자히 악을 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

이 제기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주일에서 다

루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24주일에서는 세 가지 질문

을 제기하고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간다. 

사람의 선행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무가치한가? 

(62문)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었다. 펠라

기우스(Pelagius, 약 360-418)라는 영국 수도승은 기

독교인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그 죄를 심

각하게 생각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무기력한 생활을 바꾸려고 나름대로 논리를 구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에는 죄가 없으며, 죄

를 짓게 되는 이유는 죄악 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죄 짓

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따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

김헌수 교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펠라기우스 (약 360-418)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2문에서는 사람의 선행을 잣대로 삼아 질문한다. 사람

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인정

하시면 혹시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

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62문의 대답

은 그러한 우리의 잣대를 치우고 하나님의 잣대를 제시한

다. 잘못된 잣대를 사용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잴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선

행을 논하는 우리의 상대적인 잣대를 치워 버리고, 하나님

의 절대적인 잣대를 제시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그러

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

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란, 비유하자면, ‘자동차를 만

든다고 해 놓고서 볼트 너트 서너 개를 만든 격’인 것이다. 

상급은 어떻게 되는가? (63문)

이처럼 62문에서 사람의 상대적인 잣대를 내세우는 우

문(愚問)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현

답(賢答)을 했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좀처럼 행위를 내세

우는 일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성경의 

교훈을 들고 나와서 질문한다. 성경에는 사람이 일한 대로 

다. 결국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에 있는 셈인 것이다. 

펠라기우스가 “좋은 의도”(?)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

더라도, 그의 주장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다는 사

실이 무시되고, 죄가 사람의 본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만 사회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아우구

스티누스 선생(354-430)은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가르

침을 바르게 비판하였고, 이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418년). 

비록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이후의 

교회사에서는 다른 변형된 가르침들이 계속 등장하였고 

이것을 가리켜 ‘반(半) 펠라기우스주의’라 부른다. 이들

은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완전한 의를 주장하지는 않

고, 사람이 죄악 중에 태어난 것과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도 인

정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사람이 

의를 행하는 일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의를 이루셨

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부분이고 거기에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덧보태어야 그것이 완전하게 된

다고 보았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23

김헌수, 믿음과 선행? 혹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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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 (3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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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찾아 나

오는 자에게 상(賞)을 주신다는 약속도 있지 않느냐고 반

문하는 것이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사실

이다. 성경에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상 주심을 바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예수

님께서는 천국을 위하여 핍박 받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이 있고(마 5:12) 은밀한 선행이나 기도도 친히 갚아 

주신다고 하셨다(마 6:1-4, 6, 18). 히브리서 기자는 모

세가 상 주심을 바라면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가르치고(히 

11:26),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

듯 하는 이들에게는 주께서 ‘유업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골 3:24).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

은 하나님 나라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 받은 사람이 받는 상

은 천국이고(마 5:10, 12),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

람은 내세에 영생을 얻으며(막 10:30), 하나님을 경외하면

서 섬긴 종은 유업의 상을 얻는다(골 3:24). 달란트 비유에

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지만, 착하

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노력하

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베

푸시는 햇빛과 공기도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상급은 사람의 선행이나 그 무엇

으로도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참여하여서 

은혜의 선물로 상을 받는데, 종종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

르게 보지 못한 채 그저 경쟁적인 심리로 상을 이해하는 경

향이 있다. 상급(賞給)이라는 말은 상을 준다는 말인데, 상

급(賞級)으로 이해하여 상에 차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경쟁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한 태도는 그릇된 것이다. 하

나님의 상 주심에는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어떤 차별을 두어

서 서로를 경쟁시키시려는 의도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연

약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더욱 잘 지키

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따라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우리는, 상을 받더라도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께 감사를 드리게 된

다.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언약의 말씀도 주께서 주

신 것이며 그것을 지킬 힘을 주시는 분도 성신이시기 때문

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에 그것을 오직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를 드릴 뿐이다. 

상급에 대한 교훈은 이처럼 종종 여러모로 오해를 받는

다. 자칫하면 은혜의 복음을 손상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하

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상 주심에 

대하여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을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이다. 자기의 소유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

카르타고 공의회 (418년)



도, 개신교의 이러한 교훈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위험한 교

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고 

로마교회에서는 ‘은혜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

쳤다. 선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상을 강조하

여 가르친 것이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이다. 선행을 

했는데도 보상이 없다면, 사람은 게으르게 되고 맘껏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유추하게 되는 

생각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권선징악을 가르치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가르친다면, 결국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해지

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우려한다. 그렇

지만 이 질문도 여전히 ‘땅에서 나온’ 질문이다. 그렇기에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식의 반론은 이미 바울 사도가 이신칭의의 교

훈을 가르치면서 직면한 질문이기도 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욱 거하려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식의 반론이 있었던 것이다(참조. 롬 

3:8; 5:20; 6:1).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신자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

께 새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죄

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고 가르

쳤다(롬 6:1-11). 따라서 신자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

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자의 삶을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셨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신자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었고, 따

라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

셨다(요 15:5; 마 7:18).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감사

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에서는 신자의 

선행을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설명한다. 내 힘으로가 아

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을 때

에 자연스런 열매로 맺히는 것이다.

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심을 약속하시

고 눈을 들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셨다. 하나님

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격려’하

시기 위하여서 ‘상 주심’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이다. 1

칼빈은 이렇게 표현하였다. 

선행에 대하여 상 주심을 약속하시는 목적은 

우리 육신의 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려는 데

에 있으며, 결코 우리의 마음을 허영으로 교만하

게 만드시려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분명

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상급을 근거로 

행위의 공로를 유추하거나, 행위와 상급을 비교

해서 재어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아주 

멀리 벗어난 사람이다.2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는가? (64문)

 64문: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이 착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

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면, 

이러한 교훈으로 인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게 되고 오히려 사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트

렌트 종교회의(1545-63)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선언한 것

1. C. Bijl, Wat het goloof verwacht, p. 152. 

2. 칼빈, 『기독교강요』, 3권 18장 4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23

김헌수, 믿음과 선행? 혹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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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트 공의회 (15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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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과 선행’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

세상의 관점에서는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이다. 선행을 

했는데도 보상이 없다면, 사람은 게으르게 되고 맘껏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유추하게 되는 

생각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권선징악을 가르치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가르친다면, 결국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해지

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우려한다. 그렇

지만 이 질문도 여전히 ‘땅에서 나온’ 질문이다. 그렇기에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식의 반론은 이미 바울 사도가 이신칭의의 교

훈을 가르치면서 직면한 질문이기도 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욱 거하려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식의 반론이 있었던 것이다(참조. 롬 

3:8; 5:20; 6:1).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신자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

께 새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죄

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고 가르

쳤다(롬 6:1-11). 따라서 신자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

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자의 삶을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셨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신자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었고, 따

라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

셨다(요 15:5; 마 7:18).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감사

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에서는 신자의 

선행을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설명한다. 내 힘으로가 아

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을 때

에 자연스런 열매로 맺히는 것이다.

* 지난 2년동안 김헌수 교수님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연재칼럼을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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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쉬파이어

Spe
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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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6년과 1529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는 쉬파이어(Speyer)로 의회를 소집하

였다. 라인강 유역의 한 작은 도시에 지

나지 않은 이곳은 가톨릭이 우세한 도시

였다. 그러하기에 개신교 신앙의 또 하

나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

도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 도

시가 종교개혁 사상을 유럽 각지로 분출

하는 샘터가 될 수 있었는가.

의회 참석을 목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제

후를 비롯한 귀족들이 모여들었다. 그 가

운데 황제가 반가워하지 않은 손님들이 

끼여 있었다. 가톨릭 신앙이 지배적인 황

제의 영토에서 배반자처럼 보이는 이들

이었다. 6명의 제후와 14개 도시 대표단

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놀랍게도 루터의 

개혁신앙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황

제에게 더 이상 새로운 신앙을 억압하지 말고, 이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로마서 1장 16-17절 말씀이 그 시대에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고 신념에 가득찼다. “내가 복음

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

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

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쉬파이어에서 개진된 이 사건은 황제측으로부터 반항(Protestation)이라 불렸다. 반항 사건은 곧 사

회적 이슈가 되어 사람들 사이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소문에 소문을 따라 퍼져가는 개혁사상은 의회 

참여자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를 제공했다. 많은 사절단들이 가십거리처럼 루터의 개혁 사상을 

알게 되었지만, 곧 복음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되었다. 폐회가 된 후 이들은 각자의 고향

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의 귀향이 바로 선교행렬이 된 것이다.제국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였지만, 

이를 통해 종교개혁이 보다 넓은 지역으로 더 빨리 전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때 사용된 반항이라는 

단어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등장하게된 새로운 신앙 스타일인 “프로테스탄트”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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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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500,000

인건비

일반급여 5,554,000

임원회비 550,000 기타급여 0

일반회비 5,350,000 소계 5,554,000

기관후원금 3,0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0

월보구독료 624,000 사무실관리비 695,150

CTC후원금 150,000 통신비 67,290

학술지원금 1,000,000 우편료 43,920

VIEW후원금 1,230,000 소모품비 72,320

기타 0 식비 384,070

컴퓨터 44,000

복리후생비 663,090

퇴직연금 193,640

회의비 0

교육비 0

회계용역비 275,000

기타 215,567

소계 2,654,047

연구지원비

연구회연구지원 0

CTC후원금 149,175

VIEW후원금 218,075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12,404,000 소계 1,367,25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1,500,000

CUP매각금(분납) 400,000 인쇄비 0

예수금 586,070 발송비 292,850

이자 0 소계 1,792,850

소계 986,070

기타

CUP기금적립 4,4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세금 26,230

학술지심사비 280,000 기타 1,000,500

학술지게재료 90,000 소계 5,426,730

학회지판매 45,000

학회

학회홍보및기타 147,000

학회행사수입 0 학술지인쇄비 3,685,000

학회기타수입 2,000,000 학술지발송비 825,140

저작권료 0 학술지심사료 1,210,000

자료집판매 0 학술지심사료 600,000

소계 2,515,000 소계 6,467,140

당월 수입액 15,905,070 당월 지출액 23,262,017

전월 이월액 30,087,662 차월 이월액 23,29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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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뷰 재정보고 (2017년 10월 31일 마감기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7년 10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료

광고비 4,580,000

인건비

일반급여 900,000

기타급여 0

사역자 보험 109,190

소계 4,580,000 소계 1,009,190

후원금

후원비 2,500,000

제작비

디자인비 0

인쇄비 0

발송비 0

소계 2,500,000 소계 0

판매수입

동역회 1,500,000

경상비

경상비 199,550

회원 0

소계 1,500,000 소계 199,550

기타수입

기타수입 200,000
기타

세금 902,585

예수금 49,050 기타 451,500

소계 249,050 소계 1,354,085

당월 수입액 8,829,050 당월 지출액 2,562,825

전월 이월액 5,474,352 차월 이월액 11,740,577

기독미디어 아카데미 재정보고 (2017년 10월 31일 마감기준)

* 09월 이월금: 31,697,069원    *후원금(수입): 6,270,000원    * 경상비(지출): 3,455,085원    *10월 이월금: 34,511,984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  8,404,000원

계  4,000,000원

기관후원금

광고 및 개인후원

삼성, 기쁨병원, 기쁨병원 매점, 중앙대학교회, 주님의십자가교회, 홍성사, DCTY&SICA, 김시호, 조성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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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뷰> 후원계좌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예금주: 세상바로보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월간 <월드뷰>

3천 김*권 3천5백 Susanto *, 김*현, 김*현, 김*별, 김*욱, 김*호, 김*주, 김*원, 김*우, 김*근, 김*원, 박*희, 박*현, 박*근, 박*일, 생명의강, 손*일, 옥*천, 유*욱, 

윤 *, 이*민, 장*수, 전*경, 정*열, 정*화, 조*진, 조*래, 주*탁, 지*순, 진*자, 최*진, 최*길, 하*실, 함께하는교회 5천 공*건, 구*덕, 권*중, 권*연, 김*희, 김*웅, 김*

현, 김*용, 김*욱, 김*규, 김*찬, 김*택, 김*윤, 김*명, 김*심, 김*우, 김*영, 김*아, 김*창, 노*욱, 노*하, 민*기, 박*제, 박*균, 박*룡, 박*규, 박*빈, 범*철, 손*용, 손*

경, 송*섭, 송*욱, 신*혁, 심*하, 안*희, 유*열, 윤*숙, 윤*선, 윤*영, 이*미, 이*구, 이*수, 이*재, 이*화, 이*인, 이*수, 이*혁, 이*숙, 임*연, 임*준, 장*일, 전*학, 전*

진, 전*국, 정*현, 정*우, 조*아, 조*진, 최*수, 최*희, 최*태, 한*선, 홍*기 6천 구*형 7천 장*정, 조*주 7천5백 강*진, 고*섭, 김*실, 김*현, 김*욱, 김*우, 방*기, 엄*

윤, 이*우, 이*범, 이*순, 전*식, 진*규 1만 Lee * hee suk, 강*용, 강*창, 강*정, 강*석, 강*정, 강*영, 고*현, 고*옥, 고*경, 고*재, 곽*인, 권*호, 권*규, 권*영, 권*

범, 길*평, 김*원, 김*호, 김*화, 김*운, 김*순, 김*욱, 김*배, 김*헌, 김*현, 김*홍, 김*진, 김*형, 김*찬, 김*미, 김*성, 김*국, 김*철, 김*호, 김*경, 김*수, 김*애, 김*

범, 김*경, 김*민, 김*은, 김*인, 김*진, 김*령, 김*중, 김*준, 김*호, 김*내, 김*정, 김*람, 김*론, 김*호, 김*규, 김*숙, 김*호, 김*석, 김*권, 김*덕, 김*정, 김*태, 김*

혜, 김*혜, 김*민, 김*정, 김*모, 김*준, 김*진, 김*호, 김*원, 김*영, 김*훈, 김*곤, 김*민, 김*규, 김*성, 김*현, 김 *, 김*수, 김*룡, 김*진, 김*임, 김 *, 김*정, 김*길, 

김*철, 김*정, 김*섭, 김*숙, 김*숙, 나*훈, 나*숙, 남*희, 남*우, 라*환, 류*정, 류*호, 류*모, 마*호, 모*근, 모*론, 문*환, 박*호, 박*언, 박*현, 박*한, 박*애, 박*기, 

박*호, 박*희, 박*호, 박*운, 박*주, 박*성, 박*곤, 박*관, 박*주, 박*원, 박*원, 박*현, 박*모, 박*영, 박*현, 박 *, 박*규, 박*형, 박*우, 박*경, 박*민, 박*경, 박*주, 배*

진, 배*론, 배*교, 배*연, 배*진, 백*은, 백*준, 변*진, 부천평안교회, 사*행, 서*미, 서*연, 서*진, 성*진, 성*은, 소*화, 소*희, 손*규, 손*은, 손*나, 손*탁, 송*정, 송*

철, 송*호, 송*미, 신*규, 신*민, 신*형, 신*자, 신*범, 신*주, 신*선, 신*웅, 신*정, 신*주, 신*기, 심*섭, 심*훈, 안*주, 안*석, 안*열, 안 *, 안*혁, 안*준, 양*건, 양*

모, 양*영, 양*원, 양*석, 연*민, 우*학, 우*기, 유*호, 유*숙, 유*남, 유*성, 유*준, 유*원, 유*한, 유*민, 유*준, 유*희, 유*황, 유*은, 유*무, 유*동, 유*원, 윤*근, 윤*

심, 윤*선, 윤*헌, 윤*자, 윤*근, 윤*림, 윤*석, 이 *, 이*연, 이*직, 이*심, 이*철, 이*현, 이*섭, 이*훈, 이*형, 이*영, 이*동, 이*복, 이*헌, 이*원, 이*수, 이*주, 이*

근, 이*급, 이*수, 이*찬, 이*환, 이 *, 이*복, 이*미, 이*수, 이*일, 이*정, 이*연, 이*진, 이*엽, 이*영, 이*구, 이*경, 이*의, 이*한, 이*훈, 이*제, 이*준, 이*석, 이*

재, 이*희, 이*미, 이*규, 이*기, 이*길, 이*일, 이*현, 이*국, 이*철, 이*환, 이*성, 이*섭, 이*숙, 이*연, 이*연, 이*희, 이*걸, 이*성, 이*리, 이*로, 이*진, 이*선, 이*

일, 이*진, 이*진, 임*진, 임*현, 임*복, 임*진, 임*택, 임*환, 임*섭, 임*연, 임*택, 장*근, 장*기, 장*재, 장*화, 장*훈, 장*해(양*태), 장*숙, 장*열, 장*수, 장*수, 장*

준, 전*희, 전*구, 전*수, 전*양, 정*식, 정*섭, 정*수, 정*희, 정*현, 정*숙, 정*구, 정*주, 정*원, 제*규, 조*덕, 조*연, 조*하, 조*효, 조*희, 조*우, 조*현, 조*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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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김*민, 김*원, 김*룡, 문*윤, 문*영, 문*호, 박*진, 박*현, 서*록, 손*민, 송*현, 오*나, 우*훈, 이*형, 이*실, 임*옥, 정 *, 최*준, 추*화, 황*진 3만7천5백 박*태 

5만 김*락, 김*호, 박*식, 서*희, 신*균, 윤*찬, 이*형, 이*직, 장*영, 정*애, 최*림, 최*일, 한*식, 현*자 6만 강*구, 손*영 7만 최*연 8만 권*아 9만 김*옥 10만 박*

은, 손*호, 송*규, 신*원, 윤*철, 전*식 12만 이*일 40만 채*헌 81만 이*숙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제자로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글로벌한가족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예심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한강중앙교회, 흰돌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

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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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감사인사] 

지난 11월 4일(토),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학문”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34회 기독교학문학회를 잘 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리며, 이번 논의가 

한국사회와 기독교 학문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바른 방향과 내실을 다질 수 있도

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꾸준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자료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 

2017년도 사역을 마무리하며 신년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일시와 장소는 

웹진과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별도공지 될 예정입니다.

[세계관강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한국라브리공동체와 공동주최로 

2018년 1월 진행 예정이었던 제3회 ‘기독교세계관학교’ 일정을 

사무국 내부사정으로 인해 일정기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한국지부 

VIEW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 viewinkorea@gmail.com

•문의 : 김성경 010-5154-4088 (VIEW 한국지부 행정실장). 

[문의 안내] 

월드뷰 관련문의 :　02-718-8004 (곽우정 간사)

학술지, 학술대회 관련문의 : gihakyun@daum.net 

업무재분장이 되었으므로 문의 시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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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뷰  구독  신청서  

                   신청정보 

                   구독 및 후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이  메  일 

구독금액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기타(                원)   

구독방법           매월 CMS 자동이체        연구독료(12개월 분) 일시 납부 

신  청  자                               이  체  일           10일        15일        20일 

은       행                                계좌번호 

생년월일                                연  락  처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아래 내용을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씨엠에스코리아 ☑ 나이스페이먼츠(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나이스페이먼츠(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동의함  □동의안함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예  금  주                              (인) 또는 서명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Mail(editor.worldview@gmail.com) 또는 문자(010-6886-3152)로 발송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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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및 후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이  메  일 

구독금액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기타(                원)   

구독방법           매월 CMS 자동이체        연구독료(12개월 분) 일시 납부 

신  청  자                               이  체  일           10일        15일        20일 

은       행                                계좌번호 

생년월일                                연  락  처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아래 내용을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씨엠에스코리아 ☑ 나이스페이먼츠(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나이스페이먼츠(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동의함  □동의안함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예  금  주                              (인) 또는 서명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Mail(editor.worldview@gmail.com) 또는 문자(010-6886-3152)로 발송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