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and Islamic Resistant

Movements

By Choi, Han-Woo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international order has

been changed in a tremendous speed. The world superpower United

States has sustained its efforts to structure the world system for its own

way. While Islamic world has manifested its resistant movements in an

international level against the American world superpower policy, the

conflicts between traditional Christians and Islamic world have been

culminated to the apex of the crash of the civilizations. 

The U. S. A asserts that their own political and economic national

interes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but the resisting Islamic

fundamentalists and non-western leaders insist that their religious and

ethnic and cultural values have to be put on the first place.

After the 911 incident, the American foreign policy - that the resisting

Islamic structures are deemed as non-civilized and those need to be

controlled by the military might -has rather resulted in spreading the

global Jihad movements. As was the same in the case of post Iranian

fundamental islamic leader Khomeini, in the Islam world they were

defeated in wars, but the strength of islam religion continues to be

rapidly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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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have regarded this phenomenon as sporadic terrorist acts by the

radical religious extremists, and the others may have considered as the

result from the process in reformulat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the

New Cold War with the axis of religion and civilization after the demise

of the Soviet Union. On the other hand, some Christian people see this

as the global expand of the family conflicts between Isaac and Ismael,

who were from the same father of Abraham , but who had different

mothers in the ancient Mesopotamia era. 

This thesis is aimed to focus on the New World Order, which has been

reformulated on the basis upon the economic neo - liberalism  after the

Soviet Union had collapsed, and to review the significances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western and islamic civilizations. Furthermore, it

will present the globalization of the western civilizations and their

consequent phenomena and trends in terms of the human geo-

community.

1991년소련해체이후국제질서는급속히변화하고있다. 초강대국

으로부상한미국은세계를미국중심으로재편하기위해노력을가속

화하고있다. 미국의이러한패권주의정책에대하여이슬람세력이국

제적저항운동을노골화하자세계는마치전통적기독교세계와이슬

람세계가충돌하는문명의충돌의양상으로갈등이증폭되고있다.

미국의입장에서는정치, 경제등모든 역에서자유의가치가최우

선시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 저항하는이슬람근본주의자들및

비서구권지도자들은종교적및민족적특수가치가존중되어야한다

고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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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사태이후미국은저항하는이슬람세력을반문명세력으로규정

하고무력으로해결하려고하고있으나오히려 로벌지하드운동을

확산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 이란종교지도자호메이니이후그랬듯

이이슬람세력은전쟁에서패배하지만이슬람종교는폭발적인부흥

을지속하고있다.

한편작금의이러한현상을급진적(radical) 종교세력이자행한일시

적인테러로축소평가하는경향이있는가하면, 반면소비에트체제

해체이후세계국제질서의재편과정에서발발한종교와문명을기축

으로하는새로운냉전(New Cold War) 질서의표현으로보는견해도

있다. 수천년전고대메소포타미아출신아브라함의가정에서시작되

어두이복형제이삭과이스마엘사이에시작된형제갈등의지구적팽

창을목도하며그추이를예의주시하는기독교인들도적지않다.

본발표에서는소련해체이후재편되는경제적자유주의를기축으로

하는신국제질서와9.11 사태이후급속히발전하고있는서구문명대

이슬람문명의대결구도와그의미를살펴보고서구문명의세계화혹은

세계의서구화에따른인류공동체의현상과추이를가름해보고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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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도도입입

1991년사회주의체제가해체되는과정을바라보면서자유진 에속

해있던많은사람들은이제자유진 이지배하는단일체제로서의세계

는평화로울것이라는막연한기대에부풀어있었다. 후쿠야마가호언

했던이른바갈등과반목의역사의종말을기대했던것이다.1) 그러나

현실주의적관점에서국제관계를바라보는많은전문가들은이러한낙

관적기대와는다르게, 세계는독일과프랑스가주도하는EU, 중국, 인

도, 일본, 러시아, 미국등새로운다수의강자중심으로다원화될것이

라고주장하 다. 그러나역사적관점에서이사태를주시하는또다른

연구자들은이미유일초강대국으로성장한세계제국미국에대하여

새롭게부상할반대진 이누가될것인가에관심을집중시켰다.

한편소련해체이후세계의유일초강국으로부상한미국입장에서

는세계의다극화는방지되어야하며미국주도의세계체제는지속되

어야만했다. 미국의주도력을상실한세계의평화는결코미국의이익

에부합하지않는것이었다. 뿐만아니라방위군수산업이미국경제에

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할때, 세계의평화는결코미국의평화에직

결되는것은아니었다. 미국의입장에서NATO는계속유지되어야하

며, IMF나IBRD는세계경제의주도권을잡고있어야한다. 그리고자

유의여신을숭배하는미국의입장에서‘세속적’자유는종교적및민

족적특수가치를초월하여인류공동체의절대적보편가치로자리잡아

야만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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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상황에서사무엘헌팅턴(Samuel Huntington)2)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정치체제의변화에도불구하고유구한역사속에서강인한

저력과강력한문화적흡입력을가지고중국대륙에단일제국을지속

시켜온중국적가치혹은유교적가치는미국에있어서큰도전이아닐

수없다. 또한철저히세속화된미국의입장에서볼때, 정교분리사상

을세속화된서구사상으로규정하고배격하면서이슬람종교법샤리아

가지배하는세계적이슬람종교공동체, 즉움마(umma) 건설을목표로

하는이슬람종교세력은도저히타협하거나협상할수없는반문명적

저항세력이아닐수가없다. 보편종교로서독특한정치사회사상및세

계적비전을가지고서구적가치와제도및체제에도전하는이슬람종

교집단은보편가치의세계화를추구하는패권적세계제국미국에있어

서어떤희생을감수하더라도제거되거나거세되어야할대상이아닐

수가없는것이다. 

이란호메이니의종교혁명이나1991년걸프전쟁은미국과이슬람종

교집단과의관계에있어서이러한상황에대한우리의막연한인식을

보다분명하게해준다. 이란지도자호메이니는당시의초강대국미국

과소련을동시에부정하면서이슬람종교혁명을통한반미, 반소운동

을전개하 으며, 그결과비록이란-이라크중동전쟁에서는패배했으

나이슬람종교는전세계에서폭발적인종교부흥을경험하게되었다.

또한걸프전쟁에서지하드(Jihad)를내세우며대항했던이라크는군사

적으로미국에게패배하 으나정치적으로는승리하 다.3)세계제국에

도전하여이슬람의가능성을보여준이라크지도자사담후세인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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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Summer 1993.

3) Bassam Tibi, The Challenge of Fundament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16.



슬람세계의 웅으로떠올랐으며, 그결과전세계이슬람세계에근

본주의운동의국제적네트워크는확산되고강화되었다. 9.11 사태이후

빈라덴(Bin Laden)의경우도그러하겠지만, 그당시사담후세인이미

국의공격에서사망했다면그는이슬람세계의전설적 웅으로살아

남아장기적으로는이슬람세계의반서구저항운동에큰정신적자산

이되었을것이다.4)

9.11 사태발발직후미국은이슬람과격집단에대한보복을천명하

고나섰으며, 급기야아프카니스탄에대한무력공격이전격적으로감

행하 다. 이러한와중에파키스탄에서대규모반미시위가일어났으

며, 이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북부카쉬미르지역, 팔레스타

인, 이집트, 방 라데시, 나이제리아등전세계주요이슬람국가들내

에반미시위가점점확산되어갔다.

이러한상황에대하여미국예일대역사학자이며미래학자인폴케

네디(Paul Kenedy)의경고는절묘했다. 즉, 미국의보복응징은보복의

악순환으로이어져, 역사상미국이누려온본토의평화에종말을고할

것이라는것이다.

미국정보기관들은알카에다(Al Kaeda) 조직이전세계30개가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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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은 당시 사담 후세인을 죽이거나 제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동
을 위협하는 반동세력이 제어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 미국을 주둔
시킬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석유자원 확보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미군 주둔을 통해 중동을 장악하길 원했다. 또한 독일이
주도하는 EU에게 동구유럽을 포기해야만 했던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통적으
로 동방정책을 추구해온 독일이 주도하는 EU로부터 중동의 지배권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중동 내 미군 기지화는 매우 중요한 미국의 세계경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러한 미국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세계 57개국 이슬람 세계의 반미감정을 고조시켜 장
차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행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슬람종교를 완전
히 뿌리 채 뽑지 않는 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계제국이 무력으로 일
반화된 세계적 종교 세력을 완전히 거세한 사례는 없다.



는국가에방대한조직망을가지고있으며, 팔레스타인의하마스, 이집

트의무슬림형제단(MB), 필리핀의아부사야프, 소말리아의알이티하

아드, 인도네시아의제마이슬라미(JI), 체첸이슬람반군등다른이슬

람무장조직과연계되어있다고발표하 다. 바야흐로국제화된이슬

람저항운동의실상을세계인이목도하게되었다.5)

한편작금의이러한현상을극단적종교세력이자행한일시적인테

러로축소평가하는경향이있는가하면, 반면소비에트체제해체이

후세계국제질서의재편과정에서발발한종교와문명을기축으로하

는새로운냉전(New Cold War)6) 질서의표현으로보는견해도있다.

수천년전고대메소포타미아출신아브라함의가정에서시작되어두

이복형제이삭과이스마엘사이에시작된형제갈등의지구적팽창을

목도하며그추이를예의주시하는기독교인들도적지않다.

본발표에서는소련해체이후재편되는경제적자유주의를기축으로

하는신국제질서와9.11 사태이후급속히발전하고있는서구문명대

이슬람문명의대결구도와그의미를살펴보고서구문명의세계화혹은

세계의서구화에따른인류공동체의현상과추이를가름해보고자한

다.

ⅡⅡ.. 서서구구문문명명과과신신자자유유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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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ssan Bakr Hassan, “The Rise and Fall of Islamic Fundamentalism in
Egypt (1991∼2000)”, The Middle East War and Peace,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the Middle East
Studies, Korean Association of the Middle East Studies, 2001, p. 55.

6) Mark Juergensmeyer, The New Cold War? Religious nationalism
Confronts the Secular State, 1993, p. 1.



1991년소련이해체된이후미국을위시한G7 국가들은GATT에이

어UR을대체할새로운세계기구구상에들어갔다. 그결실이1995년

초에출범한WTO이다. WTO는지구적자유시장단일경제체제를구

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미국이WTO를통해서지구적자유시장경제체제의구축을위해여

타국가들에대하여개방을요구하는설득하는논리는자유주의에근

거한것이다. 지구적규모의경제적자유주의체제구축만이세계의번

을이룩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는것이다. 이러한지구적단일

자유시장만이지구적무한경쟁을가능케하여경쟁을통한발전이가

능하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은요약하면첫째는인류의미래는인간

의능력에달려있다는것, 둘째는인간은경쟁을통해발전한다는것,

그리고셋째는이러한경쟁이지구적으로가능하기위해서는지구적

단일시장구축이필요불가결하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이것은자유주

의와자본주의의세계지배를의미하는것이다. 미국은이러한가치,

즉자유주의와자본주의는인간공동체, 인류공동체의절대적이고보

편적인가치요운 원리가되어야된다고믿고있는것이다. 

따라서무한자유경쟁속에서경쟁력이없는개인과기업은정리되

고퇴출되어야한다. 그것만이개인의경쟁력을높이고기업의발전을

이룩할수있다는것이다.

지난 1997년 말한국과동남아시아가금융위기를겪으면서 IMF에

절대의존하는경제난국에빠지자, 서방언론은아시아의위기의원인

은경제논리보다는보다근본적인데있다고앞다투어주장했다. 아시

아경제위기는다름아닌소위“아시아적가치”의한계를드러낸것이

라는주장이다.

1980년대이래유럽이실업과경제침체를벗어나기위해안간힘을

신자유주의적세계화와이슬람저항운동: 과제와전망

167



쓰고있을때동아시아, 아시아의용들은급성장을거듭하며기세등등

로벌경제의중심축으로부상하기시작하 다. 그때는아시아경제

발전을놀라움으로바라보며경탄하던서방언론이아시아경제위기

가도래하자기다렸다는듯이제기한것이가치의문제이다. 서방의

언론들은아시아적가치의한계를지적하면서, 아시아적가치를포기

하지않고는아시아국가들의경제회복과번 은불가능하다고까지주

장하 다. 이러한서구인들의주장은서구사회에오래동안지속되어

온근대화이론과맥락을같이하는것으로이념의정체가경제적정체

를초래한다는막스베버(Max Weber)의주장에근거한것이다.

이러한논쟁은서구적가치와아시아적가치논쟁혹은보편적가치

는존재하는가라는철학적이고문화인류학적논쟁의양상으로발전하

다. 

그러면여기서짚고넘어가야할중요한문제들이있다. 진정아시아

적가치는그한계에도달한것인가? 서구인들이주장하는것처럼서구

적 가치가 더 우월한 것이며, 서구인들이 지상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자유>가인류공동체가추구해야할보편적가치가될수있는것인가?

이에대하여대부분의아시아지식인들과정치지도자들은크게반발

하고있다. 그이유는크게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보편적가치란있을수없다는것이다. 각문화집단마다그들의

고유한가치가있다는것이다. 인류의보편적가치로간주되고있는민

주, 자유의개념조차도유럽과아시아가동일할수없다는것이다. 아

시아적가치를강조하는지식인들은, 집단을개인에앞서생각하는동

양사회에서집단보다개인을우선시하는서구적가치에서출발한서

구적자유개념이동일하게적용될수는없다고주장한다. 

둘째, 서구적가치가아시아적가치보다결코더우월하지않다는것

통합연구17권1호(통권42호)

168



이다. 모든민족집단과문화집단은자연적, 지정학적, 사회문화적환

경과역사적배경이다르기때문에지구촌어느지역에서성공적으로

적용된가치가다른지역에서도동일하게적용될수없다는것이다.

결국서구적가치를보편적가치로주장하는서구의입장은세계주

의(globalism) 입장이라고할수있으며, 이에반해서보편적가치를부

인하는아시아인의입장은민족주의혹은특수주의라할수있다.

21세기는자유주의및보편주의를세계에수출함으로써그들의세계

주의적지배권을장악하려는서구와특수주의를주장하며이에대항하

는비서구사이에가치논쟁, 갈등, 대립이가속화될가능성이높다. 

이에대하여우리는어떠한자세를취해야하는가? 많은의견이있을

수있을것이다. 그러나분명한것은인간에의해주조된어느가치나

사상이모든인간의사고와행위를지배하는보편적가치로강요되는

것은매우위험하다. 우리는<평등>을강조한사회주의사상이어떻게

소련공산권에서하나님의형상들을왜곡시켰는지를잘알고있다. 지

구촌평화와번 은오직하나님의가치를통해서만가능하다. 우리속

담에도토리키재기다라는말이있다. 지구촌에많은민족, 문화공동

체가있다. 그들각자의주장과가치에대한평가는상대적일수밖에

없다. 하나님의가치만이유일하고보편적이기때문이다.

ⅢⅢ.. 고고대대그그리리스스신신((神神))의의세세계계지지배배

지구적자유시장경제체제구축, 이것이미국이구상하는유토피아

요, Pax Americana 비전의실현이다. 그러나자세히살펴보면, 이것은

미국의야망이아니라고대그리스도시국가(Polis) 건설과정부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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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각을 드러냈던, <마(魔)의 동맹> 자유주의(Liberalism)와 자본주의

(Capitalism)의세계제패야망이었다.

에게해를중심으로발달한고대그리스도시국가들은수많은섬과

해변에산재해있었다. 이전크레타섬에서발달한크레타섬의소왕국

은경제적부를소유한통치자에의해다스려지고있었다. 경제력과

정치권력은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후에 미케네

인들이남하해서내려오면서크레타문명은파괴되었으나크레타의경

제중심적문화와미케네인들의전사적(戰士的) 문화가통합되면서그

리스문명의원형을이루게된다.

한편후에발달한도시국가들역시유사한형태로발전하 다. 수많

은섬들로형성된지형적조건때문에그리스와에게해에서는오리엔

트와같이방대한 토를통치하는제국및전제군주가등장하지못했

다. 각섬마다특종작물이재배되고, 이러한농산물이상호교환되면

서삶이 위되는그리스에서는각사람의존재의미가경제적특성화

에의해서분명히규명되고있었으며, 사회집단및도시국가내에서

각사람은자율적참여에의해서공동체운 에기여하고있었다. 외세

의침략이있을경우, 각사람은자신들이비용을감당하여무기를사

고, 자율적으로전쟁에참여하 다. 따라서사회에서각사람의존재의

미와역할은강조될수밖에없으며, 모두가자유인이며공동체는자발

적으로참여하는자유인들의민주적인의사결정에의해운 되었다. 

이러한환경에서개인의자유와인간의존엄성은처음부터모든사

람에게중요하게인식되었다. 경제력을가진자들이공동체에대한자

발적기여에의해서자연스럽게자유가보장되었던것이다. 후에는보

다많은경제력을가진자들은더많은기여를할수가있었으며, 그에

따라의사결정과정에서의발언권은점차강화되었으며, 경제적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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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지배층으로 부상하 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렇게 발달한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등장이후기독교가전파되면서그리스세계는급변

하 다. 모든사람이신앞에평등하며, 각사람은지체의한부분으로

존재한다는기독교의가르침은기존그리스사상에별문제가되지않

지만, 신중심주의와성령강림후에나타난바, 모든물질을필요에따

라나누어갖는공산주의적공동체주의는물질중심적그리스인들에게

매우곤혹스러운것이었음에틀림없다. 신의의지가강조되는기독교

에서인간의의지와자유가강조되는인본주의와물질중심주의적자

본주의는설자리가없었던것이다. 이러한기독교의강령은로마교회

역사를통해적어도사상적및원리적으로나마지속되었다.

그러나종교개혁이후칼빈주의(Calvinism)는이러한강령과원리에

변화를초래하 다. 노동이신성한예배로강조되며, 경제행위의가장

중요한요소중하나인이자지급문제가성경적이라는칼빈의해석은

중북부유럽사회에경제적활력을불어넣었다. 이에반해서여전히노

동의가치를폄하하고, 이자지급문제를부도덕한것으로취급하는카

톨릭중심남부유럽은여전히경제가침체를벗어나지못했다. 칼빈의

후예들이주도하는지역에서는이자지급이하나님안에서정당화되

자, 자금은돌기시작하 고경제는활성화된것이다. 급기야자본주

의는정당을인정받게되었고무서운힘으로부상하게되었다. 막스베

버가이미주장한것처럼근면하고자본주의를원리적, 실천적으로지

지하는칼빈주의적프로테스탄티즘은서구자본주의및물질주의발달

에기여한최대의공신이된것이다.

종교개혁은한편으로는카톨릭의집단주의에저항하면서개체주의

를발전시켜결국은인간의자유와존엄성을최대의가치로보는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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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혁명을 분출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근면한 프로테스탄트의 실업인

장로들의헌신적노력에힘입어인류공동체를과학주의와테크놀로지

의노예로전략시키는세계의도래로이어지는산업혁명을촉발시켰

다.

서구세계는“빛은 성경으로부터”가 아니고“빛은 이성으로부터”를

주창하는계몽주의를거쳐인본주의의여러형태들로급속히발전하

다. 절제되지못한인간중심적세계관은서구인들의마음과삶에서하

나님의가르침을왜곡시키거나하나님을거세시켜버리고말았다. 진

화론은그정절을이루었으며, 다윈주의는절대적진리로자리잡게되

었다. 과학주의는합리주의를부각시켰으며, 과정보다는목적을성취

하는방법이중요시되면서 <합리성> 및 <효율성>은최대의선으로자

리잡게되었다. 결국인간은행복을위해서돈을번다고말하지만돈,

즉도구의노예로전략해버리고만것이다. 목적을성취하기위해합리

적이고효율적으로일을처리한다고하면서<도덕적가치>보다는합리

성과효율성이최대의가치가되어버린것이다. 

ⅣⅣ.. 자자본본주주의의와와자자유유주주의의마마((魔魔))의의동동맹맹

자본주의의만연으로인해물질주의는빠른속도로서구사회에파

급되었고, 산업혁명을먼저경험한 국및프랑스등서구제국의세

계진출은민족의부귀와 광을위해다른민족을지배하고착취하는

제국주의로발전하 다. <역사적자본주의/ 자본주의문명>을저술한

이매뉴얼월러스틴(Wallersteine)이절묘하게지적한것처럼본래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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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팽창주의며, 자유주의며, 세계주의일수밖에없는것이다.7) 돈

이되는곳이면국경과 역을초월해서어디든지가는것이자본주의

인것이다. 그리고돈을위해서는무엇이든지하는것이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그성격상결과중심주의로서과정과방법에있어서윤리와

도덕성은사실상문제가되지않는것이다. 

이러한자본주의의부상에대해서가장먼저저항한사람은칼마르

크스 다. 그는박사학위청구논문에서자본주의를최초로<물질주의

(materialismus)>라고규정하고강력하게비판하 다. 자본주의는잉

여가치를목적으로만물을상품화시키는것으로만물의 장인인간까

지도노동력으로전환하여상품화시켜버리고만다는것이다. 사람이

상품화됨으로써노동력이낮은노인이나여성들에대한사회적차별은

심화되었으며, 결국여성들로하여금육체미의상품화, 성의상품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자본주의와물질주의를선봉에서서확산시킨

사람들은북부유럽의프로테스탄트교회의장로들이었다. 마르크스와

그동료들은만물의상품화와빈익빈부익부의자본주의문명및물질

주의문명을주도하고있는프로테스탄트교회장로들을비난하 다.

왜냐하면기독교기업인, 지식인, 고위관료등이오늘날교회의리더

십을장악한것처럼당시에도부르주아장로들이프로테스탄트교회들

을장악하고있었기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이러한심각한문제를해결하는유일한 방법은

이러한세속적물질주의와불평등주의를확산시키고주도하는주범프

로테스탄트교회를해체시키는것이라고보았다. 자본주의를퇴출시키

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는 해체되어야 했던 것이다. 포에르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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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uerbach)는그의저서<기독교의본질(1841)>에서경제적약자들의

심금을울리는유명한말을남겼다. “하나님이사랑이십니까? 아닙니

다! 사랑이하나님입니다.”

작금의세태에서지식의상품화로인해인간교육을담당하던존경

받는스승은지식노동자로전락하 고, 대학은돈이되는지식을생산

하는공장으로변하 다. 학생들은더이상돈이되지않는지식에는

관심이없으며, 인문학은위기를맞이하고있다. 

아직도상품화되지않는 역이어디에있는가를찾아내어상품화시

키는벤처기업가에대한칭송은자자하다. 자본주의의지상명령은모

든것을상품화시켜팔아먹으라는것이다. 토지가상품화된지는오래

며, 물이상품화되고, 인간의육체의장기가상품화되고있다. 모든두

뇌들이 <모든것을상품화시켜버려라!>라는자본주의명령에때로는

목숨까지바치는위험을감수하면서까지분주히순종하고있는것이

다.

혼을 상품화시키는 일은 오래된 상술이다. 안타깝게도 하나님도

상품화시켜팔아먹고사는사람이얼마나많은가는큰논쟁거리가되

지않는다. 고대로부터인간계를지배하기를원했던오리엔트의농경

의신은일찍이예수님께도전한적이있었다. <이돌을떡으로만들어

먹어라>는사단의도전이다. 자본주의의위력은인간능력의척도를돈

을버는능력으로전환시켜버렸으며, 모든인간을그 향권에서벗어

나지못하도록자본주의세계체제속에가두어버렸다. 현대의그리스

도인들조차도사단의도전에저항할힘을현저히상실해버렸다.

한편자유주의는 20세기초에서양의대부분의기독교지성사회를

세속화및초토화시켜버렸다. 기독교대학으로출발한하버드, 프린스

턴등수많은기독교대학들이자유주의의도전을이기지못하고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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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말았다. 그러나이러한자본주의및자유주의에거세게반항하고

일어난세력이공산사회주의이며, 레닌이주도한소비에트체제 다.

1991년소비에트체제는해체되었으며, 고대그리스신(神)이요, 자유

주의와자본주의 <두얼굴을가진짐승>은유아독존으로자신을세계

의지배자로공공연히선포한것이 1995년WTO의출범이다. 세계는

자유주의원칙아래자본주의사회로총체적으로거듭나야되는것이

다. 자유와평등을주창한프랑스혁명이래로세계는자유냐평등이냐

는두세력으로나뉘어경쟁하고갈등하 다. 그러나자본주의와합작

한자유주의가드디어승리를거두게된것이다. 자유주의의토양을벗

어나서는자랄수없는숙명적인관계에놓여있는자본주의는역사적

으로이와같이자유주의와의 <마(魔)의동맹> 관계속에서발전을거

듭해왔다. 

자본주의와자유주의의지배하에서인간과하나님의관계, 인간과

자연의관계, 인간과인간의관계는무참히단절되고파괴되었다. 신을

잃어버린인간은어두움속에서두려워하고있으며, 환경파괴와인간

성파괴의결과로인간들은신음하며새하얀고독을즐겨야만하는운

명에놓이게되었다. 지금돌이켜보면자유주의는인간계에서<악(惡)

의꽃>으로수많은사람들을유혹해죽음으로몰아넣었던것이다.

자본주의의세계지배현상은성경에서말세의징조로이미언급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나타난것으로“말세에고통하는

때가이르리니, 사람들이자기를사랑하며, 돈을사랑하게“될것이라

는것이다. 지금세계는경제지상주의가지배하고있다. 범세계화의

원동력도 이러한 경제지상주의에서 비롯한 것이다.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욕망은돈이라는매개를통해표현되면서, 자기사랑의이기주

의와돈을사랑하는물질만능주의는동의이어로사용된지오래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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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인간은돈을위한, 돈에의한, 돈의인간으로변해가고있으며, 경

제인(homo economicus) 혹은경제동물로전락해버린것이다.

지금사람들은돈이있는곳이면그어느곳이던달려갈준비가되어

있다. 경제적이익을극대화시키기위해서, 하나의시장을만들기위해

서, 사람들은지리적장애뿐만아니라언어와문화와민족의경계를넘

어세계를하나로만들어가는것이다. 세계인류는무서운속도로인

종과민족및문화를초월한, 하나의언어, 하나의세계문화를가진경

제인으로재창조되어가는것이다. 그러나안타까운것은아직도성경

을읽는그리스도인들뿐만아니라성직자및사역자들조차도이러한

지구적인현실을직시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ⅤⅤ.. 세세계계화화와와사사회회적적약약자자

자본주의및자유주의가주도하는세계화가가속화되면서, 가장심

각한문제는자연계 림에서나볼수있는약육강식의무자비한무한

경쟁체제가지구적으로구축되고있다는점이다. 자유경쟁논리는경

쟁력이낮은국가와기업및개인은경쟁의낙오자로전락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약자들이자신을호소할논리와대상이없어져버렸다

는것이다. 정부는공정한관리자로남아야하며, 경쟁자들의어느편

을들어서도안된다는것이다. 자유경쟁속에서능력에따라살게하

라는것이자유주의가제시한절대원칙이다. 기업구조조정에서해고

된노동자는근무성적을평가받고점수가낮아서해고된것이다. 능력

이없어서동료와의경쟁에서낙오된것이다. 공정한경쟁하에서이루

어지는시험에불합격한사람은그어디도자신의억울함을호소할수

통합연구17권1호(통권42호)

176



없다. 자유주의의지배하에서사회적약자는자신을호소할논리가없

는것이다. 능력이없어서탈락한자는억울함을위로받아야하는것이

아니라그게으름을비난받아야하는것이다. 사회적약자는보호의대

상이아니라, 게으르고능력이없는자로비난의대상이되고있는것

이다. 좋은환경에서태어나서부모로부터충분한재산과권력을이양

받은상속자는경쟁의출발점이다르다는항의가빗발치지만, 자유주

의에서는이것을제약할어떠한논리도존재하지않는다.

더군다나 세계화 시대에 국민국가의 주권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권력행사가제한을받으면서, 사회적약자를보호할수있는중앙정부

의힘은현저히제약받고있다. 이제사회적약자들은자신을호소할

대상도상실해가는것이다. 세계화시대에사회적약자및소수민족

및약소국가등은하나님이외에자신을호소할대상을찾을수가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선진국에서는 세계화가 가속화되겠으

나, 제3세계후진국에서는세계화에저항하며민족주의운동이가열되

어, 얼마되지않는피자의조각을차지하기위해민족과민족의갈등

은심화될가능성이높다. 또한경제대국에의종속상태에서저발전의

발전을거듭하고있는제 3세계사람들은자신들의종교로회귀하는

근본주의현상은가속화될것이며, 지배문명권과피지배문명권사이

에종교적뿌리를둔문명의갈등은심화될것이다. 서구(The West)와

비서구(The Rest)의갈등은분배정의문제가해결되지않는더욱더심

화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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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 세세계계화화에에대대한한기기독독교교적적조조명명

성경에서마지막시대에대해서예언한말 은마태복음24장3∼14

절에잘나타나있다. 말세에민족과민족이나라가나라를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도처에기근과지진이있을것이라는것이다. 따라서이

러한때에거짓선지자들이득세하겠으며, 불법이성함으로사랑이식

어지리라는것이다. 지금세계는경제적풍요속에서도그어느때보다

굶어죽어가는사람이많으며, 거대도시들을공략하는지진은그어느

때보다빈도높게계속되고있다. 세계에서매년생산되는농산물은약

80억인구가먹을수있는양이지만, 세계60억인구가운데수천만명

이기아에허덕이고있다. 세계는이미20/80 구도로구조화되어있어

서세계인구의80%가가져야할경제적권리를20%가독점하고있다.

서구선진국가들은너무많이먹어서체중을줄이기위한다이어트

산업이가공할규모로성장하고있는데비해, 아프리카와일부아시아

국가들은기와와빈곤으로허덕이고있는것이다. 부익부빈익빈현상

은신자유주의논리속에서더욱더가속화되고있으며, 분배정의의

문제는심각한상황에도달해있다. 

이러한어려운상황속에서세계는동일종교집단을중심으로다원

화블록화되어가는현상이두드러지며, 제3세계국가내에민족주의

는기승을부리고있다. 또한이슬람을비롯한여러종교에서근본주의

운동과종교부흥운동은이성주의및과학주의를기반으로발달한근

대주의(modernism)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더불어 지구촌에

범세계적인또하나의기류를형성하고있다. 소련해체이후독립한중

앙아시아신생국가들내에는새로운민족국가를건립하는과정에서

정부주도관주도민족주의가기승을부리고있다. 이러한현상은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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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민족주의를날카롭게분석한앤더슨과홉스봄의이론의타당성

을증명하기위한좋은자료가되고있다. 우리는지난10년동안중앙

아시아신생독립국가들가운데확산되어가고있는민족주의현상을

보면서민족은역사적속에서공통의경험을나누는과정속에서자연

스럽게형성되어간다는앤토니스미스8)의이론보다는홉스봄9)의주장

에귀를기울이게된다. 민족과민족주의는국가엘리트들이민족 웅

을만들어내고민족상징을창출하여민족이데올로기를조성한다음

국민교육을통해국가내에의도적으로민족주의를심고확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민족은상상의공동체(imagined community)이며, 민

족주의는국가엘리트들에의해조작된하나의집단이데올로기인것

이다.10)

이러한민족주의에대해미국은왜그토록신경질적으로반응하며

보편주의및자유주의확산에주력하고있는가? 세계를하나의시장으

로 만들어 경제적 부를 극대화하려는 절제하지 못하는 죄와 Pax

Americana의세속적야망에사로잡혀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에못

지않게중요한또하나의이유가있다. 그것은미국이다민족국가라는

것이다. 만일세계에민족주의가확산되면, 다민족국가인미국에직접

적인 향을미칠것이다. 장기적으로볼때미국도소련처럼수개의

인종및민족국가로해체되거나, 끝없는인종갈등및민족갈등으로미

국의존립이어려워질수있기때문이다. 우리는여기서각민족의문

화적가치와특수성보다는인류의보편성에강조점을두고국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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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세계주의를강조한사회주의와자유주의가왜다민족국가인소련

과미국에서크게발달했는가에유의할필요가있다. 

성경은우리에게하나님은민족및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시고, 하

나님의세계경 역시종족및민족단위로이루어지고있음을강력히

증거하고있다: “너희는모든족속으로가라, 모든민족에복음이증거

되어야하리니그때서야끝이오리라”(마24:14).

아무리장미가아름답고좋아하는꽃이지만, 장미로가득찬정원보

다는다양한꽃들이만발한정원이더욱더아름답다. 어쩌면이것은

미학의문제이다. 획일성보다더온전한것은다양성이다. 더군다나죄

인인인간에의해서형성된언어의획일화, 문화의획일화, 사상의획

일화는무서운결과를낳을것이다.

지금우리가지구적으로경험하고있는세계화는서구적근대화의

연장으로써세계의서구화(Westernization of the World)로이해하여

야한다. 즉, 서구문명의패권적세계화가가속화되고있는것이다. 서

구물질문명은지금많은논쟁에도불구하고전례없는황금기를구가

하고있다. 문제는국제NGO들은서구의패권주의에대해갈수록저

항운동을강화해나가고있으며, 비서구권국가들내에세계화를주도

하는미국에대한반미감정은갈수록심화되고있다는것이다.

최근비서구권국가국민들가운데확산되고있고, 세계지식인들및

국제NGO들의담론에서쉽게볼수있는반미주의현상은신자유주의

적세계화에대한저항의식을반 한것이다. 작금의세계화는주도세

력이있다는것이다. 특히미국은자국의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기위

하여세계기구들과장치들을활용하여세계적단일시장경제체제구

축에박차를가하고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세계적경제대국미

국의탐욕적인경제적팽창주의에대한반발의식은상대적약소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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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갈수록증대되고있는것이다.

서구문명의양날개, 즉자본주의및자유주의가주도하는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나타나는가장심각한문제는자연계 림에서나볼수

있는약육강식의무자비한무한경쟁체제가지구적으로구축되고있다

는점이다. 지구적인무한자유경쟁체제속에서태생적인한계로인해

경쟁력의한계를갖고있는국가와기업및개인은결국경쟁에서낙오

자로전락할수밖에없다. 신자유주의적세계화가가속화되면서사회

적약자및소수민족및약소국가등은자신의처지를호소할대상을

찾기어렵게된것이다. 

9.11 사태이후국제관계에서보듯이약소국및소수민족에대한강

대국들의연대는더욱더공고해졌다. 이러한상황에서세계선진국은

세계화정책을계속가속화하겠으나, 개도국에서는세계화에저항하는

민족주의운동이가열되며, 작은파이를나누어갖기위한약소민족들

간의갈등은심화될가능성이높다. 

또한 경제대국에의종속상태에서저발전의발전을거듭하고있는

비서구권개도국국민들가운데자신들의종교로회귀하는종교근본주

의운동의현상은가속화될것이며, 지배문명권과피지배문명권사이

에종교적뿌리를둔문명의갈등은심화될것이다. 한마디로신자유

주의세계체제구축과더불어새로운세계질서가구조화되고있는것

이다. 이러한신자유주의적신국제질서가지금의기조로일정기간지

속된다면, 상대적박탈감및분배의문제뿐만아니라보편주의와특수

주의, 문화및문명간차이등세계관의문제로인해서구(The West)

와비서구(The Rest)의갈등은더욱더심화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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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 서서구구문문명명의의한한계계와와포포스스트트모모던던국국제제사사회회

9.11 사태이후세계인이목도한바와같이급진이슬람세력이주도

하는반미및반서구저항운동은극단적이며또한국제적규모로이루

어지고있다. 비록이들급진세력은그수가많지않지만이슬람세계

에무시할수없는국제적지도력과 향력을행사하고있다. 각이슬

람국가를장악한근대주의집권세력은자국에대한지도력을가지고

있으나이슬람권전체에대한국제적지도력은급진세력이주도하고

있다. 최근이슬람권에서나타나고있는반서구저항운동의양태가과

거국제사회의다른유사한저항적정치운동형태들과근본적으로다

르다. 이슬람권의서구세력에대한저항운동이단순히중동걸프사태

나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분쟁의여파에기인한것으로국제적이해

관계만을반 한일시적인현상이아닌것이다. 이점을이해하기위해

서는비서구문명가운데가장강력하게서구문명에저항하는집단이

왜이슬람집단인가하는점에주목해야한다.

이슬람출범이래과거역사속에서십자군전쟁을위시해서끝없이

갈등해오면서형성된고질적인역사적반목, 즉역사적경험에따른

불신감과적대감이외에더유의해야할것은서구문명과이슬람문명이

둘다적어도종교적배경으로는그기초가유일신사상에기초한보편

진리를주장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성격상두집단이힌두교처럼

자국 토범주내에머물러있지않고적어도종교이데올로기로는전

세계에대한자기종교세력확장, 즉세계화를추구하고있다는점이

다. 보편주의이념을가지고세계화를추구하는두진 간긴장과경

쟁은불가피하다는주장이그것이다.

이러한점은서구문명에대한무슬림엘리트들의일반적인식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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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타나있다. 지난2∼3백여년동안서구진 에의해서주도된근

대화의결과를가까이서보고평가한무슬림엘리트들로서그결과에

대한평가가매우부정적이고확신적이다. 개발지상주의및성장지상

주의에입각한서구적근대화는결국지구적환경파괴, 인간성상실,

인간소외등으로이어져서구적발전개념으로는발전의한계, 성장의

한계에도달해있다는제로섬성장개념에대한세계지성사회의인식

을반 한것이다. 서구문명이한계에도달했다면그대안은무엇인가?

1400년동안경쟁관계에있던또하나의보편문명으로써세계화및세

계적확장을추구하는이슬람문명에대한무슬림지식집단의기대는

우월감에젖어있는서구인들에게는가히상상을초월하는것이다.

따라서서구에대한이슬람권의저항운동은물질문명에대한정신문

명의도전적성격을띠고있다. 미국과이슬람권의갈등은현재진행되

고있고또장래에있을지모르는미국과중국혹은미국과EU의경쟁

또는대립관계와는질적으로다른것이되고있다. 서구문명은물질문

명으로써그한계에봉착해있다. 세계적으로확산되는포스트모더니

즘이암시하듯근대성은그한계에직면해있는것이다. 물질주의, 경

제지상주의, 과학지상주의로묘사되는근대주의는인류공동체가보편

적으로추구해야할진리가아니고하나의이데올로기라는것이다. 바

야흐로세계는이데올로기로써모더니즘을거부하고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구현해가고있는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모더니즘이실

증되지않는것은진리가아니라고주장하며과학이라는이름으로퇴

출시켜버린 성은매우중요시되고있다. 세계적으로대부분의종교

권에서확산되는종교적근본주의운동이암시하듯세계는지성에대

한 성의반란이일고있는것이다. 비종교권에서는포스트모더니즘,

종교권에서는근본주의운동으로대변되는새로운물결은이슬람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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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운동이단순히이슬람종교에국한되는현상이아니라범지구적

포스트모더니즘현상과맥락을같이하고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이슬람주의자들은갈수록더욱더증대되는세계의서구화11),즉서구

문명의팽창과서구세력의패권주의에직면하여그대응전략을급진적

노선으로전환할수밖에없게되었다. 서구세력에대하여이슬람개혁

을통해상대적우위를확보하려던이슬람주의자들은그결실이없게

되자운동의방향을급진적행동주의로전환하게된것이다. 이는갈수

록범이슬람주의운동이종교근본주의성격을강화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종말은지하드의확대와 로벌화를통하여전세계프롤

레타리아무슬림의봉기, 즉지구적인티파다(Intifada)로이어질수도

있는것이다. 이슬람종교의보편원리로써지하드가존재하고압제받

는다수민중의존재가계속될때, 상대적박탈감과피해의식에사로잡

힌세계무슬림들의봉기는세계를매우불안정하게할것이다.

이에대하여미국은힘의논리를앞세워이슬람저항운동에대응하

고있다. 그러나미국은장차57개이슬람국가들뿐만아니라비서구권

전체의심리적저항을받게될것이고, 이들을통치하기위한비용은

눈덩이처럼불어날것이고미국은이를감당하기어려울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경쟁과 갈등의 주체라고 주장하며,

정치학자들은이념과현실정치를강조한다. 그러나내세에기반을둔

종교의절대주의적특성과집단적종교감정은정치및경제논리를초

월한다. 현대이슬람세계에서는더욱더그러하다. 자살공격하기위해

수천 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하마스(Hamas)나 알카에다(Al

Kaeda) 이슬람그룹을어떻게설명할것인가는별개문제이다. 유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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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9.11 사태를주도한대부분의알카에다요원들이유럽의명문대학

에서유학한엘리트들이라는사실과이들은배후에서돕고있는사람

들이이슬람지식인및학자들이라는사실이다. 이러한문제는자유주

의적견해를가진학자들에게는이해하기힘든것이될것이다.12)

대표적인이슬람근본주의그룹인이집트하산알반나(Hasan al-

Banna, 1906∼1949)가1927년에창설한무슬림형제단과인도의저널

리스트이며이슬람신학자인마우두디(Sayyid Abu ‘l-Ala Mawdudi,

1903∼1979)가 주도했던 자마아티 이슬라미 등 역시 그러하다. 현대

이슬람근본주의운동은근대서구물질문명의역사적팽창에따른대

응전략에서나온것으로다분히총체적성격을띠는문화혁신의성격

을가지고있다. 다시말하면, 서구문명에대한대안운동및대항운동

의성격이짙게내포되어있다. 이런점에서이슬람세력과서구세력의

갈등은단순히힘의대결로서의문명의출동이기보다는보다근본적인

세계관대결과경쟁의양상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13) 따라서작금

의이슬람저항운동은포스트모던현상과맥락을같이하는문명사적

현상으로이해되어야하는것이다.

리처드릴리전교육장관과폴사이먼전상원의원이이끄는미국의

저명정치인들과교육자들로구성된특별연구팀은2003년11월8일발

표한보고서에서미국의외부세계에대한무지가미국국가안보에대

한위협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14) 1988년서울올림픽기간에세계저

명학자들이참가한인류평화에관한국제학술회의에서터키학자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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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80년대 이후 더욱 더 증대되는 이슬람세력의 급진주의 운동은 <이슬람형제단>
으로 유명한 이집트 내 Assiut University의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었
다.

13) Bassam Tibi 1998: 16∼17.

14) 한계레신문 2003년 11월 8일자 11면 참조.



쿠르트규벤치(Bozkurt Guvench)는 장래의세계문제는동양이서양

을아는것보다서양이동양을알지못한다는데서기인할것이라고경

고한바있다.15)

ⅧⅧ.. 서서구구의의세세계계화화와와프프롤롤레레타타리리아아저저항항운운동동

역사학자 토인비는 열광파와 헤롯주의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다.16)

엄청난힘으로몰려오는새로운문명의힘에직면하여전통세력은두

가지서로다른대응전략을구사한다는것이다. 열광파라고일컬어지

는그룹으로써더욱더자기정체성을강화하고근본주의적경향을표

출하면서투쟁하는그룹과다른하나는헤롯주의적대응으로써현실을

인정하고지배문명의힘을배우고답습함을통해서한계와난관을극

복하려는실용주의적접근을취하는그룹이있다는것이다. 서구문명

의힘에직면하여근대에이슬람권역시두가지대응양상을나타냈

다. 하나는사우디아라비아의와하비(Wahabi)나파키스탄의알아프가

니(Al Afghani) 같은보수적범이슬람주의자(Pan-Islamists)나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이나 알카에다(Al Kaeda) 같은 급진적

근본주의자들이며또하나는터키의무스타파케말(Mustafa Kemal)

이나이집트의무함마드알리(Muhammad Ali) 등과같은이슬람근대

주의자들이다. 근대주의자들은서구적근대주의의산물인민족주의를

내세워민족국가건설과근대화및서구화노선을추구하 다. 이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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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ozkurt Guvench, Ethnocentrism: Roots and Prospects, A Paper for
WACSO ‘88, 1988.

16) Arnold Toynbee, Civilization on Trial, 1948.



해서범이슬람주의자들은원시이슬람교의원리로회귀하는근본주의

노선을취하 다. 근대주의민족주의자들은결국실패할것이다. 토인

비나이슬람주의자들이예견한것처럼민족국가건설이성공한다고해

도결국창조성이결여된모방성만의근대화는본질적으로서구화이기

때문에서구문명과이데올로기에종속될수 밖에없는것이다. 열광파

들역시분투하겠으나서구문명의무력앞에무참히쓰러질것이다. 세

계적제국미국에무모한도전을한외로운전사빈라덴의꼴이될것

은자명한사실이다.

그러나문제는여기서부터시작된다. 세계를제패하고전지구적으

로팽팽하게확장된서구문명은자본주의원리에따라성장의한계에

직면할것이며, 소수민족, 비서구권약소국가, 상대적박탈감을갖고

있는중산층, 노동자농민, 다양한종교집단등주변과변방의수많은

심리적프롤레타리아의도전에직면할것이다. 이러한도전에대해서

문명의중심에선세계적제국은자만심에사로잡혀세계의자유와평

화라는이름으로무자비하게폭력을행사할것이다. 실상그들은자신

들의자유와평화를위하여세계의자유와평화를희생시키고있는것

이다. 이에대해서심령이가난한변방의지구촌프롤레타리아들은패

권을장악한세계적제국이명분으로내세운세계의자유와평화가진

정으로세계를위한것이아니고제국의자유와평화를의미한다는사

실을간파하고매우냉소적이될것이다. 결국역사의법칙이말해주듯

중심을장악한문명은자체모순과한계로인해돌연히쇠퇴할것이며,

변방에서새로운대안이등장할것이다. 팍스로마나를구가하던세계

적제국로마의전성기에로마의변방중의변방팔레스타인에서예수

와그의제자들이새로운꿈과비전을바라보며범민중풀뿌리운동을

전개하며새로운시대를준비하고있었던것처럼. 그때문명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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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들은“프롤레타리아들이살고있는지역으로대표되는나사렛에서

무엇이나올수있을까?”라고냉소했던사실을우리는잘기억하고있

다.

20세기최대의역사학자토인비와문명의충돌을예언한사무엘헌

팅턴이이미서구세력에게경고했던것처럼서구문명은겸손하며절제

하지못하는이기심과탐욕을버려야할것이다. 이슬람문명과비서구

권의심리적프롤레타리아의도전에직면한서구문명과그문명의대

변자세계적제국미국은동양문명권에서늘강조해온바로그강자

(强者)의덕(德)을배워야한다. 변방프롤레타리아집단에대한세계제

국의일방주의는중단되어야한다. 그리고상대적박탈감속에허덕이

고있는, 무슬림집단, 소수민족, 약소국, 빈국, 사회적약자들을포함하

는지구촌의곳곳의심리적프롤레타리아집단들을진심으로도와줌으

로써지구적분배정의가실현되도록헌신적으로노력해야한다. 문명

의 충돌을 막으며 문명의 공존을 지속시키고,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구가하는세계적제국미국의급속한쇠퇴를막는방법

은이것밖에없다. 세계57개이슬람국가의무슬림들이지하드의기

치를높이들고봉기, 즉인티파다에나서는것을막는방법은강자의

폭력이아니라강자의자비밖에없다.

ⅨⅨ.. 마마치치는는말말

지금서구선진국가들은너무많이먹어서체중을줄이기위한다이

어트산업이가공할규모로성장하고있는데반해17) , 아프리카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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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국 국민의 연간 비만 의료비는 926억 달러에 달한다.(미국 법무부 2003년 7월
27일 보고서) 참조.



아시아국가들은기와와빈곤으로허덕이고있다. 부익부빈익빈현상

은신자유주의논리속에서더욱더가속화되고있으며, 지구적으로분

배정의문제는심각한도전에직면해있다.

이러한어려운상황속에서세계는동일종교집단을중심으로다원

화블록화되어가는현상이두드러지며, 비서구권국가내에종교적

민족주의는기승을부리고있다. 또한이슬람을비롯한여러종교에서

근본주의운동과종교부흥운동은이성주의및과학주의를기반으로발

달한근대주의를거부하는포스트모더니즘과더불어지구촌에범세계

적인또하나의기류를형성하고있다. 

이슬람근본주의운동은한시대에지나가는단순한종교적및정치

적저항운동을넘어서문명사적현상이며, 패권적서구문명에대한문

명사적도전으로이해되어야한다. 또한이슬람근본주의운동은비록

지금은이슬람권에한정되는듯하지만, 그성격상이것은단순히이슬

람권프롤레타리아저항운동을넘어비서구국가들의저항민중운동의

일환으로이해되어야한다. 수세기동안물질문명의폭력에시달리며

삶의의미를상실하고심리적프롤레타리아로전락하여목말라하는

인류공동체는 적부흥을통한 성회복을갈구하며다시는목마르지

않는생수를공급해줄새로운메시야를기다리고있는것이다.

세계화시대에세계환경은놀라운속도로변화하고있다. 또한세계

의문제가국가및한지역의문제요, 한지역의문제가세계의문제가

되었다. 세계는한덩어리로움직이는세계화시대가도래한것이다.

이러한시대에교회는변화하는세계선교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할

능력을갖추어야한다. 왜냐하면교회는한편으로는세상을꾸짖지만,

또한편으로는세상을인격적으로설득하고, 대안을제시하며, 선지자

적사명을감당해야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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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및자본주의등세계를지배하고있는이데올로기에대해

그문제점을파악하고철저히대항해야한다. 세계화의허와실을기독

교적관점에서비판하고대안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우리는자유주

의의세계지배에대항하면서, 성장의한계및경쟁의한계를분명히

지적하고대안을제시할뿐만아니라삶의현장에서실천해야한다.

분배정의, 빈곤및환경문제뿐만아니라, 세계의언어를하나로통합

하려고하는언어제국주의, 미국이주도하는문화제국주의, 오리엔탈

리즘, 생명복제문제및가상(사이버) 세계의팽창에대해분명한입장

을가지고대응해야한다. 

국가정부, 기업, 교육기관등모든개체들이세계화시대와환경에대

응하기위해무서운각오로구조조정을하고있으며, 세계경 능력을

배양하고있다. 한국에서가장세계화에대해서피동적이며, 세계화의

무풍지대라고할수있는곳이개신교회이다. 이제한국교회도세계화

시대에부응하는지적, 적, 사역적, 조직적 역에서의선명성제고

와더불어서구조조정이이루어져야한다. 이구조조정은신자유주의

적세계화에편승한것이아니라이러한세계화현상의부작용을제어

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세계국가가선진국중심주의논

리에만집착하며세력과문명의중심을향하고있을때, 한국교회는성

공주의및물질주의논리에서벗어나야한다. 도리어한국교회는이러

한세계화열풍의그늘에서어둡게살아가고있는제3세계소수민족,

전쟁난민과기근을격고있는사람들, 환경재난속에서병들어가는

사람들, 인종소멸의위협속에있는부족들등국제사회의사회적약자

들을바라보아야할것이다.

또한 세계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100년전의전통적인틀과정책을고수하고있다. 전통적기복신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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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성및성직자중심주의는여전하여, 교회내에전문평신도

인력들은교육과훈련을통해충분히사역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다.

세계화시대에교회는지구적으로발생하는총체적이고복합적인문제

에대해효과적대응하기위해서는세계교회의실질적리더로부상하

고있는한국교회의총체적패러다임의전환이시급하다. 

마지막으로세계교회가연대해야한다. 지금세계는지구적이며총

체적인심각한위기에직면해있다. 세계교회의연합을통해서구물질

문명과이슬람종교문명의심화되는대립구도를극복하고마지막남은

종족집단을섬기고복음을전파함으로써주님의재림의길을예비해

야할것이다. 성경의말 대로모든민족에복음이증거될때주님은

재림하실것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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