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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and changes 

that take place within participants in Dail spiritual training. For this study, 6 adults who 

experienced Dail spiritual training were select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by A.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this 

process, the changes that occur in the spiritual journey of the participants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purification, illumination, and union with God. As 

a result, first, most of the participants enjoyed spiritual freedom as anger and depression 

decreased, and wounds, pain, and trauma recovered and healed. Second, we discovered 

that they experienced God's love deeply through Lectio Divina after participating Dail 

spiritual training. Third, the participants had new perspectives such as mission and goal 

consciousness increased.

Although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groups were insufficient with limited 

time and limited research personne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to attempt 

qualitative research on Dail spiritual training that has lasted for 20 years. Korean 

churches need to find a new path after COVID-19. With the recent decline in the number 

of churches' finances and members in the aftermath of COVID-19, Dail spiritual training 

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일 영성 훈련을 중심으로*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piritual Training: Focusing on Dail Spiritual Training

 
조 한 상 (Han Sa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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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onsidered an alternative. Therefore, the Korean church should prepare for the post-

COVID-19 era by introducing spiritual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spiritual renewal and recovery of congregational member and the improvement and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explored Dail spiritual training 

wit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Key words : Dail spiritual train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Giorgi’s method,  spiritual 

freedom, divine en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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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일 영성 훈련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20세기가 ‘원자의 시대, 유전자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의식의 시대, 내면의 시대’라고 한다. 최

근 종교적 용어였던 ‘명상’ 혹은 ‘영성’이라는 단어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대중화되어 많은 이들

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New York Times, 2011.1.28). 아울러 

그러한 흐름에는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나타나는 인간소외와 고독, 분열에 대한 반응과 존재에 관

한 질문 그리고 영원에 대한 갈망이 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욕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동양 사상과 신비에 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기독교 영역에서는 한쪽으로 밀어놓았던 렉

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그리스도 생애로 기도하기(복음서 묵상), 향심기도, 영성 지도와 영적 

분별 등 다양한 형태의 영성 훈련이 주목받게 되었고, 영성학에 관한 관심으로 발전하였다(유해룡, 

1999: 428–450; 이강학, 201: 221–245; 최승기, 2014: 297–327). 아울러 코로나19 (COVID-19) 상황

으로 비대면과 비접촉이 일상화된 시대적 추세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갈

증을 심화시켰고, 신앙의 근본에 대하여 고민하던 신앙인들이 영성과 영성 훈련에 관한 관심을 고

조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로 국내에 소개되고 실시되었던 다

양한 영성 훈련 중 하나인 다일 영성 훈련에 집중하였다. 그래서 다일 영성 훈련 참가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

자는 다음의 질문을 연구과제로 삼았다. 즉, 연구참여자는 다일 영성 훈련 참여로 인해 어떠한 감정

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부정적 혹은 긍정적 감정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에 관한 질적연구

를 시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다일 영성 훈련 참여자들의 변화를 살펴보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소개 및 기존 연구 고찰

최근 영성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영성 훈련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영성 훈

련은 대부분 서구로부터 직수입되었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

만 다일 영성 훈련은 한국적인 정과 멋이 어울려져 토착화된 영성 훈련으로 우리 민족의 한과 상처

를 치유하며 전통적인 영성훈련과 접목한 ‘K-영성 훈련’이다(이강학, 2010: 146). 먼저, 다일 영성 

훈련을 이해하려면 그 모태가 된 다일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일 공동체는 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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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목사와 김연수 사모가 주도하여 1988년에 시작되었다. 1988년 11월 11일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 

쓰러진 노숙인 함경도 할아버지를 만나 그분에게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면서 처음 ‘밥 퍼’가 시작된 

이래, 다일공동체는 지난 33년 동안 11개 나라, 21개 분원에서 ‘밥 퍼’와 ‘빵 퍼’와 ‘꿈 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다일공동체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 앞

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에 근거하여 33년 동안 일관되게 ‘밥 퍼’와 다일천사병원, 데일리 다

일 그리고 다일 복지재단 등을 통해 이 땅의 노숙자와 소외된 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빈민 지역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최일도, 2020: 5). 따라서 다일공동체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며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나누며, 봉사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

라 영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일공동체의 정신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추구하는 영성 생활, 둘째, 예배와 예전의 갱신을 통한 성사 생활, 셋째,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 넷째, 나눔과 섬김의 봉사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차성경, 2021: 33). 

아울러 다일공동체의 영성은 수직적으로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관상적 영성 생활을 추구하는 한 

축과 수평적으로 육화적 영성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도적 영성을 추구하는 다

른 한 축으로 구성되었다(최일도, 2021: 290-297). 이를 위하여 다일 영성 훈련은 1단계로 아름다운 

세상 찾기, 2단계로 작은 예수 살기, 3단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나누어 각각 한 주간씩 진행되는

데 각 단계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여 전체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조한상, 2021: 365-374). 이러한 구조는 이냐시오 영신 수련 과정을 한 

주간씩 나열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 달씩 집중하여 영성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춰 토착화 한 것이다(Puhl, 1968). 아울러 최일도 목사와 김연수 

사모의 하나님 체험과 삶의 경험이 어우러져 치유와 회복을 포함한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 2, 3단계의 영성 훈련을 마친 이들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나사렛 예수의 삶을 본받

아 살아가는 다일 DTS(Disciple Training School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자면 ‘제자훈련학교’라고 

번역되며, 이후 DTS 약자를 사용하고자 한다) 과정이 있다.1 이는 최소 3개월에서 약 1년의 과정으

로 진행되는데 머리로 알았던 영성 이론을 삶으로 실천하며 국내외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섬김과 봉

사의 생활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다. 하루 24시간 중 1/3에 해당하는 8시간은 영성 생활, 다른 1/3인 

8시간은 노동, 마지막 1/3인 8시간은 휴식과 취침 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하여 자아실현이 아

1) 다일 DTS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침묵의 집은 도시빈민 구제 사역을 지속하기 위하여 서울근교 한적한 곳에서 침
묵과 묵상 가운데 영성 생활을 수련할 수 있도록 가평군 설악면 묵안1리 산자락에 비닐하우스와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는 것
으로 시작하였다. 1998년 최일도 목사의 첫 번째 저서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의 인세의 절반은 북한 결핵환자 돕기를 위
하여, 나머지 절반은 다일공동체에 헌금하여 농가주택을 구입하였다. 그 후 1999년 부활절 다일 영성 훈련원이 개원하여 1, 
2단계가 진행되었고, 2003년 DTS 훈련 1기가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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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마지막 3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참여하였는데 이 경우 신대원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예를 들자면, 영성 훈련의 실제)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예외적으로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닌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되어,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최 홍, 2020: 13). 또한,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의 회복과 일상의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 1, 2, 3단계와 다일 DTS를 수료한 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과정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변화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였다.2 

기존의 연구를 고찰해 보면 국내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교단 산하 신학대학원생들이 참석한 2

박 3일간의 영성 훈련 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감정과 심리적 변화 등을 

고찰한 연구가 있는데 영성 훈련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김동란, 김윤희, 김정훈, 2019: 251-292). 그러나, 이 연구는 영성 훈련 기간 자체가 지

나치게 짧고 (2박 3일) 신학대학원생을 연구참여자로 한정하여 한계가 있어 보였고, 연구자 구성이 

모두 영성학 전공자가 아닌 점에서 무리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 1, 2, 3단

계와 DTS를 수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기간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요구

한 후 이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의 다일 영성 훈련 연구가 주로 양적연구

에 치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전창근, 2011: 65-

75; 유장춘, 2014: 7-46; 유장춘, 강병덕, 2015: 239-262; 유장춘, 강병덕, 2017; 이강학, 2017: 26-

48; 최일도, 2017: 49-73; 조한상, 2020: 255-278).

III. 연구 방법의 이해  

1. 지오르기(Giorgi) 방법론을 이용한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은 19세기 이후 자연과학이 주도하는 학문적 풍토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저항으로 우리의 

일상 경험의 본성이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는데, 그 내용은 개인의 감정, 정서적 

상태, 태도, 그리고 지각된 의미로 이루어진다(김영천, 2017: 23-26). 즉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을 연

구하며, 의식에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 현상을 해명하는 것이고, 본질을 연구하여 체험적 의미를 우

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모습 그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인간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탐구

하는 것이다(Van Manen, 1990, 신경림 역, 2000: 35-40).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

인 지오르기의 방법론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언어로 기술된 현상에 대한 심

층적 탐색을 통해 참여자가 의식하는 내용과 구조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분석 방법을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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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과정에서는 상황적 구조기술에서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드러낸 후 전체 연

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기술을 통해 통합하는 특징을 지닌다(이남인, 2014:32-37). 최근 인

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심리학, 상담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육학뿐만 아니라 영성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방윤주, 2021:183-213; 지상선, 현은자, 2021:83-123; 김주경, 

오대희, 2019:193-221; 조지혜, 2019:5-49; 조현미, 최은정, 조은주, 2018:159-195; 한미영, 손수경, 

2017:265-288; 김영수, 2017:117-14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본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Giorgi, 1985; 신경림 외, 2004).

2. 연구참여자의 선정 및 특성 

연구참여자의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하되, 성별이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요인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심신 건강한 남녀로 연구를 위한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설곡산에 위치한 다일 영성 수련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신청한 분

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10회 이상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한 이들로 구

성되어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총 6명으로 남성 4명, 여성 2명이었

으며, 연령은 40대에서부터 60대까지였고, 평신도 2명, 목회자 3명, 그리고 선교사 1명으로 모두 기

독교인이었다. 영성 훈련 참여 경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검사 등

을 실시하였으나, 수치상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편, 

2006 a,b).3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뷰에 개방적이었고, 협조적이었다.4 비록 연구참여자들은 

신앙경력과 직분 그리고 참여 횟수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 analysis of participants

연구참여자 성별 나이 신앙경력 가족관계  직분
다일 영성 훈련 

참여 횟수

1 남 56  6년 5남매 중 차남 평신도 약  50회

2 남 49 10년 8남매 중 막내 평신도 약  10회

3 남 61 45년 2형제 중 막내 목회자 약  10회

4 남 47 47년 3남매 중 둘째 목회자 약 100회

5 여 56 50년 6남매 중 둘째 선교사         3회

6 여 64 50년 4남매 중 막내 목회자 약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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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

하였고, 인터뷰는 2021년 5월∽9월까지 개인당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면접 소요 시간은 1회당 

60분씩 총 2회 120분으로 정했지만, 참여자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시간에 제한

을 두지 않고 이를 경청하였다. 질적연구의 경우 정해진 숫자는 없지만, 선행연구에 따라 6명을 선

정하여,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최미경, 2014:199-227; 김희영, 2019:205-247). 비록 5개월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자는 2014년부터 다일 영성 훈련 공동 인도자로 참

여하였기에 연구 준비기간과 연구참여자들과의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하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 

연구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인 지오르기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인터뷰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된 내용을 듣고, 전사한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었다. 전사한 인터뷰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진술한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의미의 단위들을 파악하였다. 전체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기에 부분적으로 의미 단위로 구별하며 각각의 의미 단위로 묶고 다시 기술하였다. 각각의 의

미 단위를 전체적인 의미와 연관시켜서 그것의 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정의하였다. 현상학적 의미의 

언어로 이해한 후 분석과정을 통해 드러난 의미를 종합하면서 파악된 본질 구조를 기술하였다. 판

단 중지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 기간에는 문헌조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사전지식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료 분석 및 연구를 질적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인증 절차를 거쳐서 허락을 받아 승인번

호를 부여받은 이후 진행되었다(과제번호 2021-0371-003). 아울러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권

고에 따라서 본 연구의 책임자는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참여자를 만났다. 그 후 본 연구를 

소개하고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설명했으며, 나머지 연구 

3) 우울 자가 진단의 경우 벡(Beck)의 우울증 척도 한국판을, 불안 자가 진단의 경우 Beck의 불안 질문지를, 자아존중감의 경우 
로젠베르그 (Rosenberg, 1965)의 척도를 전병제 (1974)가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연구참여자들 모두 다일 
영성 훈련 재경험자로서 수치상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곳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뷰 중에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의 변화를 언급하였기에 이를 논문 중간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4)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조치가 반복되다 보니, 원래 계획하였던 일정대로 한 장소에 모여 영성 훈련을 진행하는 것
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2년간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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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과정은 통상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6. 연구의 진행 과정 

참여자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근처 카페 등 당사자가 편한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음을 알려 주었다. 특히 

참여자가 연구책임자와 종속관계에 있거나, 강압하에 동의를 강요한다든지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

생하게 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연구가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구책임자와 연

구대상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주지하였으며, 미리 인터뷰에 사용될 질문을 주어 생각할 시간을 

주어 인터뷰가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5 

7. 연구 참여에 대한 이익과 보상 외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에게는 영성 훈련의 연구와 발전 그리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영성 훈련 

연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임을 공지하였고, 참여하신 분들은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교통비(1회 30,000원) 수준의 비용을 상품권으로 지불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연구 시작 전 

미리 공지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통상절차에 따라 진

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60개의 의미 단위와 16개의 드러난 주제, 12개의 본

질적 주제 그리고 3개의 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질적 주제는 예속된 삶, 감내의 

한계를 넘어선 아버지,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의무감, 갈망, 각성 및 성찰, 내면의 치유, 관점의 변

화, 거룩한 만남, 자유, 새 출발, 일상의 영성 등이며, 대 주제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발전

단계인 영성 형성 및 정화, 조명, 일치로 구분하였다.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나이와 신앙경력을 알려주세요. 2. 다일 영성 훈련 참여 횟수는 몇 회나 되나
요? 3. 어린 시절 어떻게 지냈는지 떠오르는 기억이나 가정환경을 이야기해 주세요. 4. 어린 시절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나
요? 5.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6. 영성 훈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7. 영성 훈련에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8. 영성 훈련 참여 중 전반적인 과정과 느낌은 어떠하나요? 9. 영성 훈련 참여 중 
새롭게 배우고, 경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 렉시오 디비나/복음서 묵상을 하면서 변화된 점이 있나요? 11. 영성 훈련 프
로그램 중에서 기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세요. 12. 영성 훈련 참가 후 이전보다 어떠한 영역
에 있어서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6) 영적 진보의 단계는 에바그리우스(Evagrius Ponticus)에 의해 세 단계로 제시되었는데 그 후 위-디오니시우스(Pseudo-
Dionysius)에 의해서 변형된 모습 즉, 정화, 조명, 일치라는 단계로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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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성 형성과 정화의 과정

먼저, 연구 참가자들의 영성 형성과 정화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를 본질적 주제인 예속된 삶, 감

내의 한계를 넘어선 아버지,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갈망 그리고 신앙입문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Table 2> constituent semantics and phenomenological categories: the process of purification

의미단위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대 주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삶의 굴레 예속된 삶

영성 형성과 정화

가난으로 진학포기

장애로 인한 원망

낮은 자존감

삶의 무의미

조울증을 지닌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절망

감내의 한계를 넘어선

   아버지가정폭력으로 상처

장녀 역할
책임감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칭찬받고 싶은 욕구

지인의 추천으로 참석

추천으로 참가함 의무감막연한 생각

선교사로서 의무교육

자원봉사 중 알게 됨

기대감

갈망

다일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알고 싶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됨

실존에 대한 고민

하나님을 만남
지인의 죽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를 따라서

(1) 예속된 삶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성장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각각의 연구참여자의 영성형성 

과정을 이해하고자 위함이었다. 대부분 어려운 유년기 시절을 지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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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장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을 비롯하여 대부분 가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집은 우리 집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2층 양옥집인데 친구 방에는 피아

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난생처음 ‘이렇게 다른 삶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죠(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그 이후 성장하면서 자신의 꿈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과정에서 심한 좌절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 3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선천적 장애로 시신경이 약하여 시력이 나빴어요. 그래서 장애로 인해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6개월 만에 회복되었어요. 그 후 약시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직도 교정시력이 0.3밖에 나오지 않

아서요. 당시에는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버거운 일로 다가왔거든요(연구참여자 3).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장애는 극복할 수 없는 멍에와 같은 것으로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늘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같이 가난과 장애 등은 어린 시절 연구참여자들의 자아가 형성되도록 만든 

하나의 과정이었지만, 반대로 이러한 계기가 신앙에 입문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2) 감내의 한계를 넘어선 아버지 

한편, 일부 연구참여자는 가정의 폭력과 불화가 어린 시절 큰 어려움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이

러한 트라우마가 세상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4는 비록 

어린 시절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어려움 등으로 세상에 대한 분노의 감정

과 불만족으로 가득 찼던 시절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되돌아보니 아

버지는 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척 힘들어하셨죠. 그것이 어린 저에게 큰 

상처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었고, 이것이 세상에 대한 불만족으로 

표현되었어요.” 또 다른 연구참여자 1은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저나 저희 가정은 교회 혹은 신앙생활

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그런데 결혼 후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라고 언급했

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던 연구참여자들은 다일 영성 훈련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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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트라우마에 대하여 직면하는 방법들을 습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는데 이 계기를 통하여 

신앙 안에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3)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반면, 일부 연구참여자는 부모의 삶을 롤모델 삼아 성장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다

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언니가 있었지만 병약하여 제가 장녀의 역할을 했어요.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 살림을 돕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일을 맡겨주시면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열

심히 했어요. 장로님이셨던 아버지가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신앙의 멘토로 

삼았어요(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책임감으로 집안일과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였고,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연구참여자 5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

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자양분이 되었다.

(4) 의무감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연구참여자 6은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하여 잘 몰랐어요. 다들 좋다고 하니 막연한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라

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자원봉사를 다니던 아내와 주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어요.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한 이후 아내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다일 영성 훈련의 충격 혹은 여파로 한 주간 

동안 멍하니 있어서 호기심도 생겼어요.”라고 했다. 연구참여자 5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제 경우는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여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의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되돌아 보니 한 

주간의 시간이 유익했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었던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그처럼 강렬했어요(연

구참여자 5). 

이처럼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동기가 다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기가 어떠했든지 간

에 참여자들은 다양한 도전과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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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혹은 주위 추천과 호기심으로만 참여한 것 외에도 본인이 갈망하여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

한 사례는 아래의 경우 해당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 갈망 

연구참여자 4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매 주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

하게 되었죠.” 연구참여자 2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였고, 그 후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큰 충격이었죠.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2). 

그는 연이어 설명하였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나서 재수를 하면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큰 원망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이라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어린 시절 교회를 출석했지만, 군에 입대하고 

나서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죠. 알코올 중독은 아니지만 거의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물론 

가끔 교회는 다녔죠. 그러다가 아내가 다일 공동체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일 영성 훈련을 소개받고 참

여하였죠(연구참여자 2). 

그는 신앙생활이란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

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과 충격을 받았다. 이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

게 되었으며, 다일 영성 훈련 참석 시 가장 앞자리에 앉아 집중해서 강의도 듣고, 적극적으로 공동

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이후 그는 예수님과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었으며, 예수님과 공동체

에 대하여 사랑에 빠져버렸으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6) 신앙에 입문한 계기와 영성 형성 과정

연구참여자들의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였다.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교회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 교회와 신앙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분이 된 경우가 있었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과정에서 신앙에 입문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친구나 주위 친인척 혹은 지

인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으며, 다일 영성 훈련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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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다일 영성 훈련을 통하여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었고, 성찰의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투신으로 연결되었음은 틀림없는 사

실이었다. 즉, 다일 영성 훈련은 연구참여자의 영성 형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공동체적 삶에 투신한 사례도 있었으며,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다일공동체의 권유로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된 경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목회자가 된 경우,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선교사인 남편의 권유로 신학을 공

부하여 목회자가 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2. 조명의 과정

조명의 과정에서는 각성 및 성찰, 내면의 치유, 관점의 변화, 거룩한 만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음의 표 3으로 정리하였다.

<Table 3> constituent semantics and phenomenological categories: the process of illumination

의미 단위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대 주제

침묵의 중요성

새로운 발견

각성 및 성찰

조명

노동 기도의 중요성

밥알 하나하나에 감사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정체성 인식

특별한 존재라는 깨달음

미움과 분노 해결

문제의 해결 내면의 치유쓴 뿌리가 해결

상처와 아픔이 해결

가슴이 울리는 도전

신선한 충격 관점의 변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나?

나름대로 재미있었음

이것은 화가 날 일인가? 

이것은 싫은 것 인가?

맑은 물 붓기 

생각과 느낌의 틈새 발견

나의 무기력과 죄성 인식

말씀을 깨달음

 

 거룩한 만남

새로운 사명 발견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은혜

이렇게 살아서는 않되겠다.

용서의 기쁨 경험

회복과 치유

두려움에서 벗어남

동행하겠다는 약속

감정적 카타르시스

주체할 수 없는 흐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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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성 및 성찰

다일 영성 훈련의 과정은 짧은 단기과정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 한 사람의 변화는 세

월이 필요하다는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일 영성 훈련 1, 2, 3단계 이후 

DTS 과정을 거쳐 국내외에서 생활 훈련을 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수도원에서 진행

되는 매일 3차례의 기도와 노동 그리고 다양한 교육 등이 제공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되

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 자아의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 연구참여자 5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침묵의 시간이 이렇게 큰 울림을 가져주는지 처음 경험했어요. 외적인 침묵과 더불어 내적인 침묵

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땀을 흘려 노동을 하면서 잡념이 사라지고, 노동이 기도로 바뀐다

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DTS 기간 중 많은 노동을 하는데 힘들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

게 되었죠(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1은 또한 이렇게 설명하였다.

식사 시간에 농부들의 땀방울이 떨어져 밥알 하나하나가 영글어져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동안 허겁지겁 식사하였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요. 많이 반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식사 시간마다 함께 고백하는 진지 기도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연구참여자 1).7

다일공동체 구성원들은 매일 식사 시간에 진지 기도를 통하여 햇빛과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며 농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귀한 음식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식사하고 있다. 이처럼 

평소에 알고 있고, 익숙한 것이지만(예를 들자면 노동을 통한 땀의 소중함과 음식의 소중함 등) 새

로운 것에 관한 깨달음과 각성이 다일 영성 훈련 기간 중 일어나게 된다.

또한, 현대인들이 매일 거울을 보고 자신의 외모를 되돌아보듯이 내면을 성찰하는 일은 영성 생

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다일 영성 훈련 및 DTS 동안 진행된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각자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광야 생

활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영의 양식과 비슷한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연구참여자 2는 이렇

7) 다일공동체 진지 기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밥상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이웃을 살리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감사히 진지를 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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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명하였다.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시간(조도 아침 6시, 대도 정오 12시, 만도 오후 7시 30분), 자신을 성찰해 보고, 자

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주님의 대면

하는 순간으로 공동체 생활에 영의 양식과도 같은 시간이죠. 마치 출애굽 시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할

까요. 아무튼 그동안 다녔던 새벽예배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2).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일 진행되는 새벽예배의 경우 기존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스

타일이 아니라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나누는 형식이므로 

참가자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며, 대도와 만도 

시간은 30여 분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롭고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2) 내면의 치유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할

지라도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면 깨어진 독처럼 물을 저장하지 못한다는 원리를 깨닫

고 다일 영성 훈련 1단계에서는 상처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물론 1회 참석만으로

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재경험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심한 우울증,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가정폭력, 원하지 않은 장애, 지인의 죽음, 투자의 실패로 인한 어

려움, 중독으로 인한 가정의 이혼 위기 등 다양한 종류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다일 영성 훈련에 참

여했던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으며, 소

그룹 및 대그룹에서 참가자들이 각자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과정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받았다

(조한상, 2020:255-278).

(3) 관점의 변화 

다일 영성 훈련 1단계는 그동안 참가자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21가지의 주제를 매시간 던지며 

시작된다.8 그래서 참가자들은 평소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던 문제에 대하여 질문받고 도전을 받기

도 한다.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은 각 참가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구참여자 1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8)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누구인가?” “율법이냐, 은혜냐?” “네가 어디 있느냐?” “싫은 것입니까?” “생각과 느
낌의 틈새 발견” 그리고 “맑은 물 붓기”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각 사람에게 도전을 주며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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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제를 접하게 되어서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서부터 왔는가? 등등은 분주한 삶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었던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 여기 무엇

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계기를 통하여 영성 훈련에 집중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

었어요(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꼭 성공해야지’하는 생각이 가

득했는데 영성 훈련을 통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것 같아요.” 이를 통하여 그는 다

일 영성 훈련이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는 연이어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

녔어요, 그러다가 다일 영성 훈련을 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찾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

고 ‘이것을 얻으려면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구나. 100%를 투자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요(연구참여자 4).

 

이와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강의와 노동 등 생활 훈련을 통하여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발생

한 사실과 나의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객관적 관점을 소유하게 되었다.

(4) 거룩한 만남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 등 전통적인 영성 훈련이 주를 이루는 다

일 영성 훈련 3단계와 다일 DTS에서 말씀과 부딪치는 경험을 하였다(박노권, 2008; 허성준, 2014; 

Thelma Hall, 1988; Duncan Robertson, 2011; Raymond Studzinski, 2009). 그리고 이 시간 예수

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경험을 하였다고 고백했다.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 할수록 나의 죄와 무가치함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었어요. 이와 더불어 하나

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무너졌다가 다시 힘을 얻는 거죠. 만일 이러

한 시간이 없이 노동하고 봉사만 했다면 공동체가 오래 가지 못했을 거예요. 소진되는 일이 거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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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며 노동하는 것이죠(연

구참여자 4).

또 다른 연구참여자 5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은혜를 발견하고,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 기뻤어요.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구참여자 2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제 

경우는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을 발견하였던 시간이었어요. 나 

자신을 개방하며,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

할 수 있었죠.”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 등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

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복음의 핵심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

랑이다.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되

었다. 연구참여자 3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

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불러 주셨어요. 낮은 자존감도 회

복되고 치유되었어요.” 또한,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쓴 뿌리를 대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

험하게 되었죠. 그 결과 미움과 분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결과 그는 무너진 둑에서 물

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고 말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감정적 카타

르시스를 경험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의 경우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기쁨에 대한 새로운 깨달

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기쁨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구나. 그리고 화해의 시간을 

통하여 관계 회복과 용서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큰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DTS 기간 머리로

만 알았던 이론을 삶으로 적용하고, 생활 훈련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가자 개개인의 인격이 다듬어 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3. 일치의 과정

일치의 과정에서는 자유, 새 출발 그리고 일상의 영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음의 표 3으로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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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stituent semantics and phenomenological categories: the process of union with God

의미단위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대 주제

형제·자매의 죽음으로 해방

해방 자유

일치

중독으로부터 해방

분노와 쓴뿌리로부터 해방 

우울증에서 해방

생활인에서 사명인으로 변화

변화

새 출발

자아성취에서 자아포기로

성공에서 섬김으로

피상적인 삶에서 헌신으로

정리정돈 된 삶

새로운 습관의 형성

자존감의 회복

회복과 기쁨새로운 사명 발견 

참기쁨 발견/경축의 삶

조그마한 좁은 길을 발견
새로움 일상의 영성

자연만물이 새로워 보임

(1) 자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라는 구절을 경험

하고 각자의 삶의 이슈들이 해결되는 경험이 다일 영성 훈련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내 안에 처리되지 못했던 감정과 신앙의 이슈가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논리적 이해가 없으면 거

부했는데, 경험함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비를 수용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니, 자

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의 상처를 수용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내면 깊숙이 있었던 분

노의 뿌리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두려움 없이 직시하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4). 

그리고 연구참여자 4는 연이어 언급했다. “아울러 다일 영성 훈련은 피상적이고 깊이 없는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투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혼란도 경험하

고, 분노로부터 자유도 경험하게 되었죠.” 또한, 연구참여자 2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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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래도 큰형의 죽음이 제게 큰 짐이었던 것 같았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제게는 큰 형 몫

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다일 영성 훈련을 마

치고 나서 이러한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나의 힘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는

데 ‘이제 주님께 맡겨 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죠(연구참여자 2).

아울러, 연구참여자 6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언니의 죽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

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다일 영성 훈련 참여 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에 자신의 

이성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니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하였다. 이처럼 자유

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2) 새 출발  

다일 영성 훈련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전환점 및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인생의 전환기에 있

는 사람들, 갈등과 분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낙망한 사람들이 다

일 영성 훈련을 참가함으로써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떤 이는 우울증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도 했고, 연구참여자 중 한 분은 과거의 어두운 삶을 정리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그러한 면에서 다일 영성 훈련은 삶의 전환점이 되어 

성공에서 섬김으로, 자아 성취에서 자아 포기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헌신 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

는 전환점과 같았어요. 제 가치관이 많이 변화했으니까요.” 아울러 연구참여자 3은 이렇게 언급했

다. “제 경우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었던 기간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신발이나 물건들을 정리 정

돈을 하는 습관이라든지, 설거지를 자원하면서 섬기며 생활 태도까지 변화된 것 같아요.” 연이어 연

구참여자 1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했어요. 사실 제가 혼자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중독으로부터 자유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속하니 가능했었던 것이

죠.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족 모두가 행복하죠.” 그동안 자신의 삶을 얽어매었던 많은 짐

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다일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일상의 영성

   최일도 목사는 다일 영성 훈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다일공동체는 산상수훈의 기초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산상수훈의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다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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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영성을 잘 나타내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온전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온전함은 완전함이 아닙

니다.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교만은 거룩함을 가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낳습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하며 자신의 나약함과 부서진 모습을 감추고 억압하다

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나약함

을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영혼, 깨

어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일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신비이며 공동체

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의 욕구와 욕망, 상처로 깨어진 모습

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며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용납받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

니다. 이것이 영성 수련(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 수련(훈련)은 4박 5일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생활 영성 안에서 영성 수련(훈련)의 깨달음이 뿌리를 내릴 때 일상이 영성이 되

고 영성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최일도, 2020: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일 영성 훈련은 참여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일상의 영성을 살

아가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매일 각자의 삶에서 영성 생활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2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다일 영성 훈련 이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일상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

해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어서 그는 다일 영성 훈련 이후에 모

든 것이 새로워진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경험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자연 만물

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영성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V. 요약 및 논의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산드라 슈나이더스(Sandra M. Schneiders)에 따르면, “영성이란 

자신이 인식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향해 고립이나 자기 몰두의 방식이 아닌 자기 초월의 방식으

로 자신의 삶을 통합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했다(Schneiders, 

1986:266). 이를 본 연구자의 말로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살아

진 경험(lived experience)이며, 삶 속에서 궁극적 가치를 향한 자기 초월 및 통합적 경험으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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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

하여 이루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다일 영성 훈련을 통

하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초월적 경험을 했으며 이 경험은 내적 정화와 치유 그리

고 회복의 과정을 거쳐 참여자의 생각과 가치관 및 세상을 보는 눈을 변화시켰고, 세상에 대한 적극

적 참여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Schneiders, 1989:682).

본 연구를 정리하자면, 먼저,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로 구

성되었으며 대부분 10여 차례 이상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재경험자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자

의 삶 속에서 다양한 삶의 굴레를 경험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예속된 삶이 실존에 대한 고민과 영

원한 것에 대한 동경으로 승화되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여

러 가지 이유로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참여를 통해 내면의 울림과 변화를 경험하였

고, DTS를 거치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앎에서 삶으로, 이해에서 수용으로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

되는 경험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이 다일 영성 훈

련을 통하여 해결되어 자유 해 지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분노의 대상을 용서하게 되는 체험을 하였

다. 그 밖에 침묵과 노동 그리고 밥알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발견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화가 날 일인

가? 싫은 것인가? 맑은 물 붓기, 생각과 느낌의 틈새 발견하기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강의

를 통해 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비록 수치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없었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을 들으며 분노의 감정, 깊은 우울의 감정 그리고 상처 등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다일 영성 훈련 1단계에는 21가지 화두 가운데 하나인 “화가 날 일입니까?”라는 강의

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소그룹 모임, 그리고 그 후 화를 푸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아

버지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 사랑을 깊이 체험 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왜 하나님께

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

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DTS 기간에 매일 3차례 진행되는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하

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

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일 영성 훈련 3

단계 기간 중 진행되었던 묵상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 “나는 특별한 존재이며, 보배롭

고 존귀한 자”(사 43:4)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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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흐느낌 등을 통해 감정적 카타르시스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체험은 궁극적으로 자유와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져 사명을 발견하고 투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

었다. 아울러 일상의 영성으로 승화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으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영성 훈련의 현상학적 연구로 다일 영성 훈련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내면 변화를 탐구

하여 이들의 삶을 추적 관찰하였다. 지오르기 방법론을 이용한 본 연구는 인간의 심리 감정 밑바닥

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정서를 조명하여 드러내 봄으로써 연구참여자 의식의 구조를 밝혀내기에 적

합한 연구 방법이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일 영성 훈련 참여 경

험은 참가자들의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가 감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

으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은 영성 훈련 참가 후 영적 자유 

등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여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어 삶의 통합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다일 영성 훈련 참여 과정 가운데 전통적인 영적 

여정인 영성 형성 및 정화, 조명, 일치의 과정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며,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긍정

적 정서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전 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19 (COVID-19) 상황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에 새

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Schenker, 2020, 박성현 역). 한국교회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의 심화, 탈 종교화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기존의 도전과 더불어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새로운 일상

을 직면하게 되었다. 2년여 지속된 코로나19(COVID-19) 상황은 비대면 예배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교회는 성도 수와 헌금의 급감, 교회에 대한 신뢰 하락과 공공성의 위기 등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목회자와 성도들

의 영적인 쇠락의 경향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

고 있다. 한국교회는 거대 담론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갱신과 회복 및 개교회의 체질 

개선과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탐구함으로써 한가지 대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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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영성훈련 참가자들의 현상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변화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

했던 경험이 있는 성인 6명이 선정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고, 총 60개의 의미 단위, 16개의 드러난 주제, 12개의 본질적 주제, 그리고 

3개의 대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영적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변화를 영적 

형성과 정화, 조명, 일치라는 전통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참여자 대부분은 

분노와 우울의 감정 등이 감소하고 상처와 아픔 및 트라우마 등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영적 자유를 

누렸다. 둘째,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여 렉시오 디비나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

였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으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새로운 사명

과 목표 의식 등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긍정적인 요소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다일 영성 훈련은 하나의 대

안이 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각 교회 상황에 맞는 영성 훈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영적 갱신에 힘

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록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심층 인터

뷰가 미흡했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지속되어 온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질적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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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일 영성 훈련을 중심으로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변화를 이해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 성인 6명이 선정되었다. 심층 인

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들의 영적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변화를 정화, 조명, 일치라는 전통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첫째, 참여자 대부분은 분노와 우울의 감정 등이 감소하고 상처와 아픔 및 트라우마 등

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영적 자유를 누렸다. 둘째,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여 렉시오 디비나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다. 셋째, 새로운 사명과 목표 의식 등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긍정적인 요소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다양

한 집단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미흡했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지속되어 온 다일 영

성 훈련에 대한 질적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교회의 재정과 성도 수가 감

소한 상황에서 다일 영성 훈련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거대 담론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갱신과 회복 및 개교회의 체질 개선과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한 가지 대

안으로 다일 영성 훈련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탐구하였다.

 

주제어 : 다일 영성 훈련, 현상학적 연구, 지오르기 방법, 영적 자유, 거룩한 만남

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일 영성 훈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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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ritual Training: Focusing on Dail Spiritu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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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not rare to witness that the Korean students easily achieve the outstanding results in 

mathematics subjects in PISA and TIMSS. Nevertheless, despite of the glorious trophies from 

those international competitions, the majority of the student in Korea still suffer the troubling 

feelings of the fear and rejection in learning the mathematics. Further, the gap between the 

high level students and those in the low is getting only wid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bring serious attention on this crisis in the current mathematics education, and to present the 

alternative solutions. 

To begin with, the root cause for the various problems in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can be found in our competitive education system designed and practiced only 

for the university entrance exams. This main problem, since the modern era in Korea, is 

fundamentally related to the social urge to move up to the upper classes. Therefore, from the 

beginning, the mathematics education after the modernity in Korea excluded the religious 

dimension and thus made it so difficult to form a whole person in many aspects of growing the 

students as mature human beings. 

To solve the problem,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various premises of the philosophies of 

the mathematics which implicitly shape and certainly affect the mathematics education. Then, 

we will discuss how to understand the mathematics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particularly 

인간 실존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고려하는 기독교적 
중등 수학교육의 방향 제안 : Herman Dooyeweerd의 

이론을 바탕으로* 

A Proposal for the Direction of the Christian Secondary Mathematics 
Education adopting Concept of ‘the Heart’ as the Foundation of Human 

Existence : Based on the Theory of Aspects of Herman Dooyeweerd
 

김 미 림 (Mi-Ri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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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opting and articulating H. Dooyeweerd’s aspects-theory on ‘the heart’. Finally, based on 

the conclusions above, we will specify the Christian educational ideals, goals, and objectives so 

that we will be able to suggest the practical examples of the mathematics education applicable 

for today’s classes.

Key words: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mathematics education, heart, faith and learning,

Herman Dooyewe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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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인간 실존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고려하는 기독교적 중등 수학교육의 방향 제안: Herman Dooyeweerd의 이론을 바탕으로

Ⅰ. 서 론

우리나라는 PISA와 TIMSS 등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수학에 대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참여국의 4학년과 8학년(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4년 주기로 시행된 TIMSS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2019년까지 성취도 1~3위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가치 인식 등의 정의적 영역은 15개국 중 13~14위(2015년), 39개국 중 36~39위(2019년)로 

최하위권에 위치한다(상경아 외, 2019: 155-16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34-38).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위의 성취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PISA2015와 PISA2018의 수학에 대한 평가 결과는 유사한데, PISA2012에 비하여 

하락한 학업성취도를 나타냈으며, PISA2018과 동일한 표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학업성취

도평가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조성민·구남욱, 2020: 479-480). 이는 단순히 수학 점수가 하

락한 것에 대한 위기라기보다, 수학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위기이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 차원에서 큰 문제에 직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수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수학교육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2012~2014년의 제1차 계

획에서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고 기본소양으로서의 수학의 대중화에 중점을 두었으

며, 2015~2019년의 제2차 계획에서는 쉽고 재미있는 수학교육 및 수학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

화를 추진하였다(교육부, 2020: 1). 그러나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기초미

달 학생의 비율이 2014년에 5.7%(중3), 5.4%(고2)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각각 13.4%, 

13.5%로 약 2.35배, 2.5배 증가하였다(e-나라지표, 2021). 수학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수학 교과를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수학

적 규칙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고, 실생활 및 타교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세계 공

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설

명한다(교육부, 2015: 3).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수학교육은 사고, 음미, 소통 등의 단어보다 입

시라는 단어로 대표된다. 학생들은 같은 교실에 있는 친구들을 동료보다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PISA2018을 분석한 결과, 상위권의 학생들은 협동보다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경

쟁심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민·구남욱, 2020: 480). 이에 반해 계열성이 강한 수학을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은 소위 수포자가 되어, 수학에 대한 학습격차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기계적, 주입식, 암기식, 사교육, 선행학습, 결과중심 등으로 대표되는 수학교육의 풍토는 대학 입

시제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학 교과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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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며, 변별력을 이유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들을 출제하기도 한다(사교육걱정

없는세상, 2021). 이러한 입시중심의 교육의 바탕에는 근대교육의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첫

째는 교육이 출세의 수단으로 기능하여 계층 이동을 향한 발판이 된 것이며(박상진, 2010: 161), 둘

째는 종교성을 배제하여 총체적인 인간 형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재봉(2013: 

98, 100)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파편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사물

을 전체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련짓는 안목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서혜란(2019)은 세속적 

이성주의가 초래한 파편화된 인간 이해에 대하여 기독교교육이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두고 마음

(heart)을 재형성하는 교육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수학교육에 대하여 정의적 영역과 마음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도 있다. 우정호와 한대희

(2000)는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이 지식을 강조하여 인간교육 혹은 인성교육을 다루지 못하였

고, 경쟁위주의 교육 등 입시교육에 비인간적 측면이 만연하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들은 Plato과 

Pestalozzi, Johann Herbart, Friedrich Froebel 등의 인간주의 교육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간

교육적인 의미를 찾는다. 그리하여 지식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관련되고 이 방식은 인간의 마음과 

연결됨으로써,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지식교육이 인간교육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결론을 맺는다. 남진영(2014)은 인지적 영역에서

는 높은 성취를 보이지만 정의적 영역에서는 현저히 낮은 성취를 보이도록 한 수학교육에 대하여 

수학의 가치와 연결하여 살펴본다. 그는 사람과 지식을 분리할 수 없다는 Michael Polanyi의 인식

론을 바탕으로 수학의 추상성, 일반성, 지적 아름다움, 지적 열정 등의 수학의 가치를 찾아, 학생들

이 수학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수학을 권력, 지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수학의 가치를 배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학의 가치에 대한 신념

과 태도를 중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학의 다양한 가치와 인간교육으로서의 수학교육에 기본 방향을 설

정하여, 수학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리하

여 인간의 종교성을 포함한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수학교육을 다루고자 하였고, 그 종교성의 근원

인 ‘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협동보다 경쟁을 배우며 입시를 향한 왜곡된 교육문화와 교육방법에 

대하여 교육철학적인 주제부터 논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수학교육학, 수리철학이 참고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주목한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Herman Dooyeweerd의 이론이 뒷받

침할 것이다. Dooyeweerd는 칼뱅주의를 재해석한 Abraham Kuyper의 세계관 원리를 철학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Dirk Vollenhoven과 ‘우주법이념철학’이라는 철학적 체계를 전개하였는데, 개별

학문이 갖고 있는 이론적 사상의 단면성과 현실의 유기체적 총체성으로부터의 소격됨을 비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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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철학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김영한, 1996: 257). 여기서 인간의 마음에 대

한 중요성이 드러날 것이며, 이 마음을 고려하는 교육의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수학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Paul Ernest(2004: xiii)는 수학교육에 암묵적으로 기초하는 철학적 전제가 있다고 본다. 이 전제

의 타당성,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수단의 적절성, 목표와 수단의 일관성 등을 살펴보

는 것은 수학교육철학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수리철학을 중시한 것이다. 본 장은 수리철학

을 바탕으로 수학과 수학교육철학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시

도하고자 한다.

1. 학문으로서의 수학 : 수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

Reuben Hersh(1979: 34)는 수학교육에서의 문제를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가 아니

라, ‘수학은 진정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라고 본다. 이는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의미한 질문인

데, 수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 수학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수학이

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해보이지만, 역사 속에서 수차례 변화해 왔다. 수학이 단순히 

수에 관한 연구 혹은 과학이라는 답은 고대부터 불충분하게 여겨졌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원후 

300년경 사이의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수학은 이미 측정과 셈, 계산을 위한 기법들의 탐구 수준

을 넘어섰으며, 그들은 수학을 기하학의 유용성보다 미학적 종교적 요소들을 가진 지적 탐구로 여

겼다(Devlin, 1998: 1-2). 수학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므로 고

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관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부터 18세기까지의 서양철학을 지배한 Plato의 철학은 수학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다(나귀수, 1998: 351). Plato은 질적으로 다른 두 세계, 즉 ‘이데아’로 일컬어지는 사고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위의 세계와 ‘현상계’로 일컬어지는 감각 경험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아래의 세계의 존재

를 상정하여 이론을 세운다. 이데아는 현상계보다 선재하며 사물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이다(황혜정 외, 2008: 137-138). 이데아론에서 비롯된 수학에 대한 관점은 이후에 ‘플라톤주

의’로 명명된다. 플라톤주의의 관점에서 수학적 대상인 수나 도형은 인간의 지식 및 활동과 무관하

게 실재하는 불변의 이데아이며(Davis & Hersh, 1981: 318), 인간은 비물질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수학적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과 관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Hersh, 



40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4호40

김 미 림

1999: 138). 그리하여 수학은 이미 존재하는 수학적 대상에 대하여 경험을 초월한 공리적이며 논리

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정당화하며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된다.

Keith Devlin(1998: 2)은 고대 이후, 미적분학이 등장하는 17세기까지 수학에 일반적인 성격의 변

화와 중요한 발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큰 변화는 19세기에 이르러서이

다. 이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등장하여 수학과 과학에 반향을 일으키지만, 수학자들은 새로운 기

하학의 등장을 반기지만은 않았다(박창균, 2011: 22). 그들은 Plato의 수학관을 논증수학으로 구현

한 유클리드체계만으로 수학의 권위를 견고하게 다져왔기 때문에 수학의 권위가 흔들릴 것을 염려

한 것이다. 이에 수학자들은 수학의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학의 기초를 세우고자 노력하는데,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로 대표되는 이 노력은 ‘수학기초론’으로 불린다.

Gottlob Frege, Alfred Whitehead, Bertrand Russell 등으로 대표되는 논리주의자들은 수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순수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한다(Körner, 2015: 82). Frege는 자연수를 논리학

으로 환원한다면, 자연수 체계 위에 세워진 수학 전체도 논리학으로 환원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였

다(Hersh, 1999: 142). 수학을 무언가로 환원하려는 방식은 새로웠지만, 수학적 대상과 인간에 대한 

관점 등은 플라톤주의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플라톤주의의 영향 안에 있다(Hersh, 1999: 

145). 

직관주의는 위와 다른 관점을 제안한다. 여기서 직관은 수학에 전제된 것으로서, 감각지각

의 불변하는 형식으로 정수처럼 즉각적이고 확실한 것을 의미한다(Körner, 2015: 184). Leopold 

Kronecker, Henri Poincaré, Luitzen Egbertus Jan Brouwer로 대표되는 직관주의자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순서를 창조하고 인간의 활동에 근거하여 측정과 계산 법칙 등이 발명되는 것으로 이

해한다. Brouwer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사고 밖에는 수학적 진리란 없다’고 단언한다(오채

환 외, 2011: 47-48). 그의 관점에서 수학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나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인간의 활

동이며, 인간의 마음 밖에서 존재할 수 없는 실세계와 독립된 정신적 구성에 의한 것이다(Kline, 

1980: 234). 

형식주의는 직관주의처럼 수학적 대상이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에 의해 수학이 

창조되고 발명되는 것으로 이해한다(Hersh, 1999: 73). Paul Ernest(2004: 10)는 형식주의자들의 

수학에 대한 관점을 ‘규칙에 따라 종이 위에 표시된 것으로 행하는 의미를 갖지 않은 형식적인 게

임’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수학이 물리학에 응용될 때는 물리적 의미와 해석을 갖게 되고 참이

나 거짓으로 판별될 수 있지만, 수학 자체는 의미를 지니거나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없는 형식적 표

현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Hersh, 1999: 139). 형식주의의 대표자인 David Hilbert는 유한수학의 

실재적(real) 개념과 초한수학의 이상적(ideal) 개념을 구분하고,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기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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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한수학과 초한수학을 이루는 체계의 일관성을 증명하고자 한다(Körner, 2015: 110, 112). 

살펴본 바와 같이 수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에는 수학적 대상의 존재 여부와 이를 인식하는 인

간의 관점(발견, 발명) 등이 전제되어 있다. 플라톤주의와 수학기초론들은 각각 존재론과 인식론

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지만, 수학의 무모순성을 전제하고 그것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는 공통

점을 갖기 때문에, 절대주의 수리철학으로 불린다. 그러나 수학의 절대성을 증명하고자 한 수학자

들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다. Russell은 논리주의의 모순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

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직관주의는 무한집합에서 배중률을 기각함으로써 

현대 수학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하여 점차 힘을 잃게 되었으며, 형식주의는 Kurt Gödel(1986: 

173, 193)의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수학적 진리가 있다’는 불완전성정리로 인해 한계에 직면

하였다. 

수학자들은 수학에 절대성과 확실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한다. 

이때 상대주의 수리철학으로 일컬어지는 사조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수학적 지식을 객관적이고 보

편적인 지식이 아닌, 사회·문화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으로 간주한다. 수학의 상대주의적이고 오류주

의적인 관점을 견지한 이들은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정영옥, 1997: 296). 이제 수학

적 사고는 개인 또는 사회·문화 속에서 다양성을 갖게 되고, 수학은 한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조직

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역동적 특징을 갖는 지식 체계로 인식된다(송륜진·주미경, 2017: 

117). 이 상대주의 수리철학에는 준경험주의와 구성주의가 대표적이다. 

준경험주의는 Imre Lakatos에 의해 정립된 수리철학이다. Lakatos는 지식에서의 입증 가능성보

다 반증 가능성에 무게를 둔 Karl Popper(1963: vii)의 비판적 오류주의에 기초한다. 지식은 참임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반증 가능한 것이며, 반증 전까지 잠정적 참으로 취급되는 ‘추측’이므로, 추측

과 반박의 과정을 거쳐 성장하며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Lakatos는 수학에 대한 인

식론을 제시하지만, 부합하는 존재론을 언급하지 않는다(Hersh, 1999: 212). 이는 사람들이 오랫동

안 신봉해 온 플라톤주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인식론에 관심을 기울인 현상으로 보인다(정영옥, 

1997: 296). 

구성주의 역시 인식론에 주목한다. 여기서의 구성주의는 인식론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며 1960년

대를 거치면서 이론적 체계를 갖춘 사조를 일컫는다(박영배, 2004: 13). 1980년대에 구성주의는 다

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학교육학에서 연구되어 온 조작적 구성주의, 급

진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박영배, 2004: 21; 황혜정 외, 2008: 163). 

이 세 가지의 구성주의는 Jean Piaget의 이론을 바탕으로 단계적 발전을 이룬 것으로서 인식 주체

가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Piaget와 Inhelder(1969)는 지적 발달이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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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교류에 의하여 생기는데, 아동이 성장하며 환경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과

정에서 지식이 창조되고 재창조된다고 본다.

조작적 구성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급진적 구성주의로 발전되는데, 이들의 특징은 형이

상학적 실재론을 거부하는 점이다(Kilpatrick, 1987: 6). 급진적 구성주의의 주창자인 Ernst Von 

Glasersfeld는 지식에 대한 ①자주적 구성의 원리, ②생장 지향성의 원리, ③비객관성의 원리를 제

안한다. ①의 원리는 지식이 인식하는 주체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을 설명하며, ②의 원리는 인식의 

기능이 적응적이며 생장을 지향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Glasersfeld는 마지막 ③의 원리에서 Piaget

와 견해를 달리한다. Piaget는 인간의 개별적인 인지발달 과정이 보편적인 지식으로 수렴해 간다고 

보지만(황혜정 외, 2008: 167), Glasersfeld(1990: 22-23)는 비객관성의 원리를 통해 인식은 주체가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객관적이고 존재론적인 실재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

이 아님을 주장한다. 그는 각 주체가 특정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식을 구성한다면, 그러한 지식

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비객관성의 원리로 설명한 것이다. 비객관성의 원리가 여러 

논쟁을 야기하자, 지식의 객관성의 의미를 수정한 사회적 구성주의가 등장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자

들은 객관성의 의미를 ‘모든 사람의 공통 주관적인 합의’의 개념으로 수정하여 인간과 수학 지식의 

사회적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강조한다(박영배, 2004: 37).

지금까지는 수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크게 수학적 지식에 절대성을 부여하

는 절대주의적 관점과 수학적 지식의 개선 가능성 및 인간의 지식 구성 과정에 초점을 둔 상대주

의적 관점으로 나뉘며, 여기에는 수학적 대상과 인간에 대한 관점 등의 철학적 논의가 내포된다. 

수학은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인 듯 보이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방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다음 절에서는 수학에 대한 관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2. 교육철학으로서의 수리철학 : 수학교육철학

플라톤주의 방식은 이데아에 명확한 수학적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논증을 통해 수학 내

용을 정당화하는 것에 수학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Plato은 교사가 산파의 역

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는 학생이 스스로 사고를 낳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황혜정 외, 

2008: 144). 그러나 Plato의 의도와는 달리 플라톤주의는 인문주의 시대 이래로 점차 비인간적 교

육의 대명사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고대 수학자들의 인간의 영혼, 실재,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근대 이후에 사라지게 되었다(우정호·한대희, 2000: 266). 

수학기초론에 대한 교육적 논의는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수학에서 논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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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환원하는 방식을 논하지는 않으며, 기호를 사용하여 수학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수학 자

체를 기호에 의한 형식 학문으로 바라보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학에서 

사용되는 사고 패턴은 형식 논리에서 다루는 원자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 경험과 결부된 복합적

인 사고 전략이다(우정호, 2002: 144). 환원하는 방식은 기독교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직관주의자 Brouwer(1975: 511)는 자연수, 덧셈, 곱셈, 수학적 귀납법

을 이용하여 인간의 마음이 무한집합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여기고, 기존의 실무한의 개념을 잠재무

한의 개념으로 구성하여 기각한 배중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직관주의는 구성주의의 주축

으로 평가되며 교육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데(오채환 외, 2011: 45), 이는 구성주의를 통해서 살펴

볼 것이다. 

준경험주의는 수학교육 연구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나귀수, 1998: 357). 추측이 증명되고 

개선되는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Lakatos식의 과정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정해진 수업 시간과 내용에서 수학적 발견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인위적인 학

습상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부담감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비록 Lakatos의 

방식이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될 수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추측하며 개선시켜 가도록 독려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조작적 구성주의는 학습자의 인지 상황을 고려하여 불균형을 느끼는 적절한 갈등 상황을 제공함

으로써 더 높은 수준으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의

도적인 노력을 중시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구체물을 다루고 경험하며 배우는 활동 중심 학습의 길

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황혜정 외, 2008: 274). 조작적 구성주의에 이르러 학습자가 스스로 활

동하며 지식을 구성하고 교사가 이를 촉진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급진적 구성주의의 

비객관성의 원리는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는 방식 등에서도 여러 논란을 야기하

여, 이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사회적 구성주의가 수학교육에서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구성주의자인 Ernest(2004: 42)는 수학 지식을 사회적 구성물로 규정한다. 개인의 주관

적인 지식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회의 객관적 지식이 되고, 사회의 객관적 지식이 개인에게 재형

성되며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학교육과정도 사회적 구성주의의 영향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6차 수학교육과정은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제7차 수학교

육과정은 사회적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다(김종명, 2004: 45-48). 2007년부터는 제7차교육과정

의 기본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로 개편되었

기 때문에 큰 틀로서의 교육철학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교육부, 2017: 16). 사회적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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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개인 및 사회의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

을 갖는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수리철학이 교육에 부여하는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논점은 절대

주의 수리철학을 폐기하고 상대주의 수리철학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각각의 수학에 

대한 관점(수리철학)이 교육에 대한 관점(교육철학)과 연결되는 것을 살펴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교육의 내용을 담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

사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제 기독교적 수학교육은 전통적인 수리철학들 중에 무엇을 교육의 바탕에 둘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라톤주의와 논리주의는 수학적 대상의 실재를 인정하되, 수학 지식을 절대적 진리로 여

기는 단점을 갖는다. 직관주의, 형식주의, 준경험주의, 구성주의는 수학적 대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중시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실재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기독교적 관점을 

고려하면(Dooyeweerd, 1984: 562), 이 수리철학들은 모두 불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수리철학에 대

한 고찰을 통해 수학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학습자로서의 인간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수학과 수학교육

철학의 기독교적 접근을 위해 Dooyeweerd의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학문의 본질을 바탕으로 수

학과 교육철학을 재고한다면 더 의미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3. 수학과 수학교육철학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Dooyeweerd(2012b: 30)에 의하면 인간은 실재로부터 정신적으로 어떤 것을 추출하거나 제거

하는 추상화 과정을 통해 학문을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인간은 사물을 보며 그 수량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더 추상화함으로써 수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다. 또한 수에 대한 연구는 자연수로부터 

유리수, 실수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Dooyeweerd는 이 과정에서 속성(property)과 법칙(law)이

라는 것에 주목한다. 여기서 법칙은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를 총칭하며, 속성은 법

칙에 종속되는 피조물을 총칭한다(Kalsbeek, 2002: 350). 예를 들어, 덧셈과 곱셈 연산에서 성립

하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의 관계를 나타낸 사인법칙 등은 필연

적인 법칙이며, 수나 도형의 길이, 각의 크기 등은 법칙에 종속되는 속성이다. 속성과 법칙을 다시 

한 번 더 높은 수준에서 추상화하게 되면 공통적인 유형(kinds)이 추출된다(Clouser, 2005: 66). 

수적인 유형에 대한 영역이 하나의 연구 분야로 분리되어 수학이 되듯, 이 유형들은 연구 분야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이론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속성, 법칙, 유형(또는 양상)을 정리하면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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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yeweerd는 유형을 modality, aspect, Law-

shpere, meaning-side, modus quo 등으로 표현하

는데 여기서는 양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Kalsbeek, 

2002: 350). 대표적으로 제시된 15가지의 양상은 다

른 양상과 구분이 되는 기준으로서의 중심적 특징

과 전제조건의 순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

적 속성을 지닌 사물 중에는 살아있지 않은 것(생명

적)이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가운데는 물리적 속성을 

지니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하위의 양상이 상위

의 양상의 전제조건이 되는 방식으로 순서를 갖는다

(Clouser, 2005: 248). 

이를 정리하면 위의 Table 1과 같다(Kalsbeek, 

2002: 100; Spier, 2007: 80-115). 여기서 중요

한 점은 학문의 위치이다. 인간은 실재를 추상

화하여 그 실재에 부여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Table 1. The science related to the central 
characteristics of the 15aspects 

양상 중심적 특징 관련 학문

⑮ 신앙적 신앙 신학, 종교학

⑭ 윤리적 사랑 윤리학

⑬ 사법적 응보, 판단 법학, 정치학

⑫ 심미적 조화 미학, 예술

⑪ 경제적 절약 경제학

⑩ 사회적 교제 사회학

⑨ 언어적 상징 언어학

⑧ 역사(문화)적 문화, 형성력 역사학

⑦ 논리(분석)적 사고 논리학

⑥ 심리(감각)적 감정, 지각 심리학

⑤ 생명적 생명 생물학, 생리학

④ 물리적 에너지 물리학, 화학

③ 운동적 운동 물리학

② 공간적 공간 기하학, 지리학

① 양적/수적 수, 구별적 양 수학, 통계학

법칙과 그 법칙에 종속되는 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법칙과 속성을 다시 추상화함으로써 양

상을 발견하는데, 그 양상에 연구 범위를 한정시킴으로써 학문이 형성된다. 즉, 학문은 실재의 다양

한 양상 중 극히 제한적인 양상(들)을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이다. 수학자들이 수학의 절대성을 확보

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에 의해 발견되는 학문은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인

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한 이론을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로써 수학과 과학이 세계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완전한 설명력을 지니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Dooyeweerd에 의하면 수학이란 인간이 경험하는 실재에서 고도의 추상화 작업을 거쳐 수적·공

간적 양상을 연구한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다. 사실, 이는 수학을 ‘수량 및 공간의 성질에 관하여 연

Figure 1. The process of the properties, laws, and the aspects

추상화 추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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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학문으로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및 이를 응용하는 학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설명한 표

준국어대사전(2021)에 언급된 내용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수학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비기독교

적 관점과 다르지 않게 보이기도 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과를 다루는 방식은 기독교 수학, 기독

교 과학과 같은 새로운 교과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학적 법칙은 창조세계 전반에 걸

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어야 한

다. 동일하게 인식되는 수학적 법칙일 수 있지만, 그 근원을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차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앞으로 논하게 될 과학은 특정 양상(들)에 주목하여 연구한 수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개

별학문을 의미한다. 반면에 철학은 모든 양상의 총체적인 관계를 설명하고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괄적인 학문을 의미한다(Clouser, 2005: 69).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 ‘생물 실험은 도덕적으로 허

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은 이차학문으로서의 철학에서 다룰 수 있다. 논리학,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등의 일차학문으로서의 철학은 다양한 이차탐구영역들과 결합해서 주제를 이루고, 다른 분

야와 통합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James Moreland와 William Craig(2003: 13)는 철학을 기독교 신

학과 다른 연구 분야를 통합시키는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학문으로 평가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과학과 철학은 인간에 의해 시작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Clouser(2005: 2)는 

이와 관련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철학과 과학을 통해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의 깊은 본질

을 탐구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학문 이론도 여러 형태의 종교적 믿음에 의해 규제되고 지도되지 않

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여기서의 종교적 믿음은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 전통 내지는 도덕률, 의식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본질적인 신으로 믿는 믿음’을 의미하며, 본질적인 신이란 비의

존성을 지닌 것을 지칭한다. 즉, 신적 존재는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은 그 존재

에 의존하게 된다.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이 정의는 모든 종류의 종교를 포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

간의 기본적인 종교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물리적 물질이 자존한다고 여기는 유물론자

의 믿음과 수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는 피타고라스학파도 종교적 믿음으로 설명될 수 있다(Clouser, 

2005: 29). 

Hersh(1999: 91)도 수학기초론의 뿌리가 종교 및 신학과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수학자로부

터 형이상학자를 구분하는 것 또는 수학의 존재에 관한 의문이 많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수학

의 기초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다(이건창, 2005: 71). Hersh(1999: 

91)는 Frege, Hilbert, Brouwer의 뒤에는 Kant가 있으며, Kant 뒤에는 Leibniz, Leibniz 뒤에는 

Spinoza와 Descartes가 서 있고, 이 모든 사람의 뒤에 Thomas, Augustine, Plato, 기초론의 대부

인 Pythagoras가 서 있다고 말한다. 학문과 종교, 더 나아가 수학과 기독교의 연결이 전혀 어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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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믿음에 의해 동일한 학문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학을 예로 

들면, ‘하나님이 정수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모두 인간의 작품이다’라는 Kronecker의 주장에 대하

여 기독교인들은 그대로 수용할 수 있지만, 비기독교인들은 비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여 ‘정수는 발

견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발명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Hersh, 1999: 75).

이제 2절에서 미뤄둔 논리주의를 재고하고자 한다.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하여 절대성을 부여하

는 방식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다양한 양상을 단순화하여 왜곡하는 견해이다. 특히 이는 네덜란드 

개혁주의의 영역주권의 원리와 영역보편성 원리에 위배된다. 영역주권의 원리는 각 양상들이 다른 

양상들과 구분되어 서로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강조하며, 영역보편성의 

원리는 각 양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을 강조한다(Dooyeweerd, 2012b: 46).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다양한 질서를 각각 구분된 양상으로 발견할 수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우정호와 한대희(2000: 272)는 현대수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Plato의 관점을 되살릴 것을 

주장한다.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의 바탕인 구성주의의 배경에는 Piaget가 있고, Piaget 이론의 기

초에는 John Dewey의 도구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수학관이 있다. Dewey는 수학을 지도하는 

방법적 측면에 발전을 가져온 공헌과 동시에, 교과의 내용을 무시하고 방법론만을 강조했다는 비

난을 받는다(우정호·한대희, 2000: 272). 그러나 Dewey의 수학교육관의 대안을 Plato의 사상에

서 찾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로 나누어 이해한 Plato

은 모든 방식에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인간도 물질적 육체와 정신적 영혼으로 구분하

며, 수학도 철학자의 수학과 일반인의 수학으로 구분한다(황혜정 외, 2008: 139). 하나님의 창조세

Figure 2. The religious beliefs that 
regulate the science

종교적 믿음

실재관

학문

일이 아니다. 

학문이 종교적 믿음에 의해 규제되고 지도된다는 

Clouser(2005: 78)의 주장은 Figure 2처럼 두 단계로 설명

된다. 종교적 믿음은 실재관을 직접 규제하고, 어떤 실재관

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학문을 규제한다. 학문과 종교

적 믿음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동일한 학문을 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자연과학에 대하여 유신론, 무

신론, 불가지론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

다. 이는 각자가 갖고 있는 실재관, 그리고 더 심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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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반을 둘로 나누어 이해하는 방식은 그 세계를 총체적으로 보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나 공간이라는 특정한 양상에 비의존성을 지닌 본질적인 신적 지위를 부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 수학교육관의 대안을 고대에서 

찾으려는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정호와 한대희는 지식이 물화되고 수단화되며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는 근대 이후 교육의 대

안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자 역시, 현재의 교육적 상황에서 그들이 추구한 인간교육적 가치에 대

한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다. 이들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지식에서 인간적이며 교육적

인 가치를 찾고자 하였고, 그 키워드로 인간의 마음을 제시한 것이다. 지식이 인간에게 중요한 이유

는 실용성도 있겠지만, 지식을 배움으로써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학이라는 지식을 배움으로써 그것을 통해 세계를 보게 되고 인간의 마

음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것이 수학을 통한 인간교육일 것이다(우정호·한대희, 2000: 274). 따라서 

지식과 인간의 마음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기독교적 교육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다. Dooyeweerd도 인간의 종교적 믿음의 근원으로서 마음에 주목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인간

의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식과 인간의 마음의 관계를 통해 어떠한 수학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 마음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고찰

인간의 ‘마음’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용어이다. 영어의 mind, heart, spirit 등

은 모두 ‘마음’으로 번역된다. 여기서는 다차원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마음’에 대해 본 연구가 논

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귀결이 될 기독교적 교과교

육, 특히 수학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1. 마음의 성경적 이해

현대에는 인식, 사유, 의지에 대하여 ‘mind’를 사용하고 감정에 ‘heart’를 사용하는 편이지만, 성

경에서는 ‘heart’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Douglas(1962: 509)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찰을 중시하는 근대 이후와 대조적으로 주관적 경험의 관점에서 사고한다. 

히브리인들이 사고하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인(全人), 즉 그의 모든 성품과 육체적, 지적, 심

리적인 인간 전체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마음’은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중심적인 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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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진다. 따라서 품성(character), 인격(personality), 의지(will), 지성(mind)은 모두 성경적 용

례에서 ‘마음(heart)’의 의미를 반영하는 근대적 용어라 볼 수 있다. 신약에서의 ‘마음’에 대한 사용

례도 구약과 유사하다. 마음은 육(flesh)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지

만(고후 3:3), 특히 의지(막 3:5), 지성(막 2:6,8), 감정(눅 24:32)의 좌소로 일컬어진다. 이는 ‘마음’이 

육체, 의지, 지성, 감정 등을 포함하여 신약에서 ‘인격(person)’을 의미하는 용어와 가장 근접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등의 모든 활동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의

미이다. 

하나님은 자기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 기원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그에게서 

시간 세계의 모든 다양한 측면과 지주들이 우리가 ‘자아’라 부르며 성경은 깊은 종교적 의미에서 ‘마음’이

라 부르는 인간 실존의 종교적 중심에 집중된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랑을 함축하므로,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온갖 다양한 하나님의 규례

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

랑하라”고 하는 이 중심적이고 종교적인 사랑의 계명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

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근본적인 성경적 의미이다(Dooyeweerd, 2012a: 129).

위의 인용문을 보면 Dooyeweerd는 ‘마음’과 ‘자아’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Dooyeweerd(2012b: 

32)는 마음(heart)과 자아(selfhood, ego, I-ness)를 혼용하며, 때로는 영혼(soul)이나 영(spirit)도 동일

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 용어들을 통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미는 감정, 감각, 이성 등의 한 측

면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나 자신’ 자체이며(Nash, 1992: 100),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

된 인간 존재의 종교적 중심이자 뿌리이다(Dooyeweerd, 2003: 144). 또한 인간 실존의 종교적 중심으

로서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Kalsbeek, 2002: 

294). 

사물, 사건, 상황, 관계, 인간 등의 모든 실재는 결코 시간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Clouser, 

2005: 258). 여기서 인간의 특별함이 드러나는데, 인간은 시간 내에서 실재의 다양한 양상들을 경

험할 수 있으며, 마음을 통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만일, 인간의 마음이 다른 

모든 것처럼 시간에 종속된다면, 인간은 영원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시간을 초월하

여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Spier, 2007: 69).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처

럼 시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 등의 모든 것에서 시간적 제약을 받지만, 마음만큼은 

시간을 초월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하게 된다(Kalsbeek, 2002: 153). 물론, 인간의 초시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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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영원성 및 초월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고려되는 

성질이다. 

Dooyeweerd는 인간의 마음을 중시하며 마음이 의미를 갖는 관계에 주목한다. 인간의 마음이 그 

자체로서 홀로 의미를 지닌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nothing) 

공허한 개념으로 판단하며 마음을 세 가지의 중심적 관계, 즉 신적 기원-동료 인간-창조세계와의 관

계 안에서 파악한다(Dooyeweerd, 2012a: 21). 마음이 의미를 갖게 하는 첫 번째의 중심적 관계는 

신적 기원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 궁

극적으로 무엇에 의존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종교성을 가진 존재이다(Clouser, 2005: 39). 따라

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비판의 무한한 능력과 자율성을 지닌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적 기원과의 관계에 

종속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의 철학적 사유

와 반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김영한, 

1996: 244). 그리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중심적 관계들은 모두 신적 기원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인간의 실존뿐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께 

속해있으며, 종교적 기초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Dooyeweerd, 

2012b: 30). 

마음이 의미를 갖게 하는 두 번째 중심적 관계는 동료 인간과의 관계이다. Dooyeweerd(2012a: 

125)는 이 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인격 간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

시한다. 참된 내적 만남은 참된 지식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인간 실존

의 종교적 중심이라고 가르칠 뿐 아니라, 각 인간은 인류의 종교 공동체인 영적 공동체 속에서 지음 

받는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의 주인으로 지으실 때 피조물 속에 봉해두신 능력과 

잠재성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 속에서 발현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인간의 마음에서 동

료 인간과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Dooyeweerd, 2012b: 30). 

마음이 의미를 갖게 하는 마지막 중심적 관계는 세계와의 관계이다. 여기서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반을 칭한다.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창1:28). 죄로 인해 인간은 하

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까지 영향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깨어진 관계에 대한 회복의 소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영적 존재인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며 창조주의 뜻을 따라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적 직무를 갖고 있다(Holmes, 2017: 110). 이때의 다스림은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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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소유를 주장하고 파괴를 일삼는 방식이 아니다. 창조주의 창조 목적과 뜻을 새기며, 인간으

로서 행할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사유의 근원, 인간 실존의 뿌리, 종교적으로 중립

적일 수 없는 인간의 종교적 믿음의 근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처소, 전인 등으로 일컬어

지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현시대의 교육에 대

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인간은 아무런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Dooyeweerd, 2012a: 123). 특히, 근대 이후의 교육은 근대의 영향을 고스란히 안음으로써 인간의 

마음보다 지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의 영역에서 종교성을 배제하고, 인간 사유의 자율성 및 과

학적 지식에 절대성을 부여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머무는 교육의 현상이 그 대표이다. 

교육에서 종교성의 배제는 총체적인 인간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인간의 파편화, 인간성 상

실, 내면의 메마름, 목적과 의미의 상실 등을 초래하였다(유재봉, 2013: 98).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적 교육에서는 파편화된 지식이 절대성을 갖지 않으며, 

인간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교성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전인을 다

루는 방향에서 그 대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핵심이 그동안 교육의 영역에서 간과

한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마음을 고려하는 교육은 인간 존재의 근원과 목적에 대한 

물음을 갖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며, 개인주의와 경쟁에서 벗어나 동료 인간과의 협력과 존중을 배

우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보살펴야 하는 책임감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에 무게를 둘 수 

있다. 

2. 마음의 교육적 적용 : 교육이념-교육목적

교육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 교육이념으로부터 구체화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향

해 체계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백혜조, 2018: 3).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교육

이념과 교육목적을 제시한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

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

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7: 254).”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은 이렇게 국가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으나, 철학적, 이론적, 가치

적 기반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1절에서 마음의 중심적 관계를 살펴보았듯이, 기독교적 교육이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관심을 두었던 지·정·의 또는 지·덕·체에 단순히 종교성을 덧붙인 형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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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고자 한다. 종교성은 인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측면이 통합된 총체

적 인간으로 기능하게 하기 때문이다(유재봉, 2013: 110). ‘참된 신적 지식 없이는 바른 자기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Dooyeweerd(1984: 562)의 주장처럼, 인간의 존재의 근원과 목적은 결코 하나님

을 아는 지식과 분리될 수 없다. 이제 Dooyeweerd가 제시한 마음의 중심적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교육이념을 제시하고자 한다(김미림, 2021: 125).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전인을 형성하기 위한 기독교적 교육이념은 먼저 하나님-이웃-창조세

계 안에서 인간 및 세계의 본질과 정체성을 깨닫고,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적 

문화인으로서 인간다움을 배워가며, 성경적 민주시민으로서 창조세계의 책임 있는 존재로서 창조세계 전

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는 위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이 수학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수학교육도 하나님에 대한 앎에서 시작

되어야 한다. 특히 2장 2절에서 우리는 전통적 수리철학을 통해 수학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절대적 위치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교

육목적의 첫째는 ‘창조세계의 수학적 법칙(질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한다’는 것으로 설정

하고자 한다. 수학적 질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은 성경에서 숫자 규칙을 찾거나 성경에 

나타난 숫자를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만연한 수학적 

질서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질서는 비기독교인도 찾아낼 수 있는 수학적 진리이자 하

나님의 진리이다. 다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하나

님과의 관계를 교육목적에 설정함으로써 근대 이후에 사라진 인간의 영혼, 실재, 진리 등의 추상적

인 것에 다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본질 및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두 번째의 교육목적은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2장 2절에서 수

리철학을 살펴보며 학습자로서의 인간에 주목해야 한다는 교훈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교육 현장은 인성교육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교육의 새로

운 내용과 방법을 간구할 뿐, 근본적인 변화와 대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AI와 온라인을 활용

하는 교육, 학생에게 힘을 키워주고자 하는 역량중심교육,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자 하는 융합교육 

등은 분명히 필요한 교육이지만,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전인을 형성하는 데 관

심을 두어야 할 기독교적 교육은 적어도 인간의 인간다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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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둘째는 ‘만남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워가도록 한다’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인간다움은 개별적인 인간다움으로서의 인간성과 인격 간의 공동체적

인 인간다움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의미하고, 만남은 학생과 지식, 그리고 함께 배우는 타인 및 공동

체를 만나는 과정 모두를 의미한다. 즉,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수학교육을 위하여 ‘만남’이

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Polanyi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는 Personal 

Knowledge에서 인간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식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

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소유하게 되어 누군가의 지식이 되었을 때 소유한 사람의 개인적인 참여

와 인격적인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Polanyi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에 오히려 인간이 소외되

고 매몰된 오늘날의 현상에 대하여, 지식보다 그것을 소유한 인간에게 관심을 둔 것이다. 우리는 새

로운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학생들

도 지식을 처음 대면하게 될 때 체계적인 내용을 전달받기 이전에, 그 지식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경험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학적 지식과의 만남은 ‘직관’을 통해 가능해진다. 수학의 어떠한 원리에 대해 깊이 고찰

하다보면, 공리로 일컬어지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자명한 수학적 진리들이 존재한다. 이 자명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직관이다. 그리고 수학에는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특성이 있지만, 새로

운 이론을 발견하는 수학자나 수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누군가에게 방향을 제공해주는 직감적인 아

이디어가 중요한데, 이것 또한 직관이다(Polanyi, 1962: 136). Plolanyi(1962: 139)는 문제해결의 첫 

단계와 해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 사이에 논리적 간격을 뛰어넘는 비형식적인 행동에서 탐구자의 

직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직관과 형식 사이를 오가며 인간의 추론력이 확대될 수 있으

나 기존의 수학교육은 형식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제는 수학적 직관에 의존하여 사

고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 실존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고려하는 기독교적 수

학교육은 타인이나 지식과의 만남의 과정을 중시하여 지식을 수단화하지 않으며 인간성과 공동체

성을 포함하는 인간다움을 배워가도록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 교육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는 2장 2절에서 수리철학을 살펴보

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기독교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의 적용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거대하고 풍성한 전체이다(Spier, 2007: 62). 그러나 근대 이후의 과학중심적 사

고에서는 하나님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개별학문으로서의 과학은 실재를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하

여 특정한 양상(들)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특정한 양상(들)을 제외한 다른 양상들은 

구별하여 제거되기 때문이다(Kalsbeek, 2002: 166). 그리하여 특정한 학문은 그 양상에 대해 탁월

한 설명력을 지닐 수 있지만, 실재의 전반적인 모습이나 그 근원에 대한 설명력을 갖추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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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과학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균

형적이며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목적의 셋째는 ‘창조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특정 학문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 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돕는 방식과 그 세계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

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도 포함된다. 또한 기독교인은 교회와 기독교라는 공동체에 인식의 범위를 

국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기독교

를 넘어 지역사회, 국가, 전세계 등 인식하는 세계의 범위를 확장하는 교육이 포함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

도록 만든 이 존재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세계에 부여

한 창조질서를 이해하고 확장해가며 창조의 목적과 뜻을 깨달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는 모든 교육, 특히 교과교육을 통해서도 기독교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 수학교육을 살펴보았다. Dooyeweerd의 이론을 통해 인간의 마음의 중심적 관계를 바탕으로 교

육이념을 설정하고, 교육이념을 교육목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구체적인 교육내

용과 방법 이전에, 인간이 존재하도록 한 근원에 주목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지금

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Figure 3와 같다. 지식, 기술, 감정,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한 전인

교육의 중심에는 인간의 마음이 있으며, 인간의 마음의 중심적 관계를 통해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인간상과 교육목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Figure 3. The educational ideals and goals that take ‘the human heart’ into consideration

교육에서 인간의 마음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동안 배제된 영적 영역을 포함함으로써 진정한 전인

교육에 다가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지니는 종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근원에 두고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알아가는 교육을 지향한다. 하나님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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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닮았고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기독교인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 기독교적 교육은 기도와 예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각 교과

를 통해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사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Ⅳ. 기독교적 중등 수학교육의 교육목표의 재구성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교육목적에 대하여 각각의 교육목표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아래 인용문의 고등학교 1학년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인 ‘수학’의 교육목표를 참고하

였다. 또한 교육목표를 반영하여 수업을 계획하기 편하도록 교수학습계획에 대한 틀을 제안하며, 

교육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며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수학 학

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른다(교육부, 2015: 46).

1. 교육목표

(1) 인간의 마음-하나님의 관계를 고려한 교육목표

본 연구는 제3장에서 첫 번째 교육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하나

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계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섭리하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진리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인간

은 올바른 인식이나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받고 있으며,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류와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에 불과하다(장성민, 2008: 218).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

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동료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모두가 왜곡되고 뒤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자신이자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두셨다. 이는 ‘구속’으

로 일컬어지는데, 성경은 창조에서 타락, 그리고 구속으로 연결되는 구속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 

이제 창조세계의 수학적 법칙과 창조주 하나님에 초점을 둔 구속사점 관점을 교육목표에 반영하

고자 한다. 타락과 구속은 창조에 비해 막연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인간 존재를 다시 떠올리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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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Pascal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존재로 남는 이유를 원죄에서 찾는다.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장성민, 2008: 205, 238).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지식 체계

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에 근원을 둔 명확한 지식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이 전지한 것 같은 낙관적인 관점을 제공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알아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무수히 존재한다. 간단한 예로, 우리에게 소수(prime number)는 여

전히 미지의 대상이다. 수 천년 전부터 수학자들은 소수에 대하여 다양한 가설과 정리(theorem)들

을 제안하였다. 그중에 참이나 거짓으로 밝혀진 명제도 있으나, 미해결 상태의 문제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신을 피조물로 인식함으로써 ‘인식론적 겸손’의 자세

를 배울 수 있다(Holmes, 2017: 195). 인간은 피조물 중에 뛰어나고 모든 양상을 향유할 수 있을지

라도, 본질적으로 창조주와 다르다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헤

어나올 수 없는 비참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의 영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

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창조-구속-타락의 성경적 관

점은 이렇게 질서-겸손-소망이라는 주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수학교과 안에서 다음과 같은 목

표를 설정할 수 있다. 

문자와 식, 기하, 수와 연산, 함수,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창조세계의 수학적 법칙(질서)을 발견하고 이해

하며, 피조된 인간으로서 겸손함과 소망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다.

(2) 인간의 마음-마음의 관계를 고려한 교육목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실린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주어진 시간에 많은 학습량을 소화

하는 것에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 교수법에서 아쉬운 것은, 수학자들이 왜 이러한 지식을 발

견하였고, 이 지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하여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을 알고 있으나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중 하나

가 지식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물론, 학교에서 매시간 수학자들의 생각과 수학적 지

식이 발전한 과정 등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단원이 도입될 때는 새로

운 지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호기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추론과 직관을 종합

할 수 있는 지식과의 만남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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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식을 만나는 과정에 관심을 두며 지식을 형성해가도록 돕는 수학교육은 수학에 대한 흥미

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에게 수학은 타교과 학습 또

는 원하는 대학 및 취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여

기는 반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상경아 외, 2019: 170). 이 결과는 학생들에게 수학이 무언가를 이

루기 위한 도구적 가치로만 경험되고, 흥미를 느낄 수 없으며, 시험 외에는 경험하지 않을 공감하기 

힘든 지식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학에 대한 학습격차와 거부감 및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다양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만남이라는 키워드는 지식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교실 등의 배움의 일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옆에 있는 친구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삭막한 삶을 살

고 있다. 그러나 학생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수학교사의 특성, 그들과의 관계 따라 수학에 대한 자

신감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성취도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동현·정희선, 2020: 327). 협동과 

인격 간의 관계는 이처럼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한 도구화된 지식을 

경계하며 인간다움을 영위하고 회복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인격 간의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성의 회복이다(Dooyeweerd, 2012a: 120). 그리고 인격 간의 참된 관계는 하나

님 안에서 온전해 진다. 옆에 있는 친구를 경쟁자가 아닌 나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자 함께하는 동

료로 인식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닌 성장을 촉진하는 조력자가 된다면, 지식은 그 다양한 

가치를 인정받고 삶의 태도에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만남을 키워드로 하여 인간성과 공동체

성이라는 인간다움을 배워가도록 하는 수학교육의 목적은 지식과의 만남-수학에 대한 흥미 및 공

감-가치와 태도의 변화 등의 주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추론과 직관을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지식을 대면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을 공감하며,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려, 존중, 책임, 헌신 등의 인간다움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3) 인간의 마음-세계의 관계를 고려한 교육목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고려한 교육목표에는 세계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세계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세계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담을 

수 있다. 기독교인은 학문적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솜씨를 음미하고, 더 확장된 방식으로 세계

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 사회에 만연한 수학적 질서(법칙)를 보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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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인들은 이것을 만들어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능력에 감탄하며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확장

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수학을 다른 학문과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세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Polanyi(1962: 195)는 이를 ‘협력’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함수와 통계 영역은 실제적인 자료를 통하여 자연 및 사회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해석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므로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기독교적 

교육은 세계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특징과 연결된다. 인간만이 수

적 양상부터 신앙적 양상까지의 모든 양상을 향유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시간을 초월하여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다(창1:28). 이는 

인간에게 사물의 본성에 포함된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olmes, 2017: 110). 그

리고 앎과 헌신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이 책임은 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Holmes, 2017: 209). 

인간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뜻에 맞게 회복

되도록 돕고 지켜가야 하는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책임감은 세계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식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교회와 기독교라는 범위 안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이 목

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교회와 기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기

후변화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피며 파괴된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개인에서부터 사회까지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해 볼 수 있다. 또한 가난, 질병, 내전 등으로부터 소외된 이

웃(지역, 국가, 전세계)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함으로써 그들을 도와 함께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통계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연산을 숙달하는 통계교육을 넘는 이러한 방식의 교육은 학습자의 경

험 세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독교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만나며 

본질적으로 대립하게 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에 대하여 타협할 여지는 전혀 

없으나, 비기독교인들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과학적 언어도 기독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교회의 영역을 넘어 세계 전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은 진리의 준거점이시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계

를 보는 통일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Holmes, 2017: 104).

인간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창1:28)을 왜곡하여 세계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자연을 파괴하며 무분

별한 개발을 일삼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가난한 자를 소외시켰다. 그러나 이를 다시 회복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수학은 자연과 사회에 내재된 

창조세계의 수학적 질서(법칙)를 발견하고, 다른 학문과 협력하여 세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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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울 수 있다. 또한 자연과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하고 비판적으

로 사고하며 세계의 책임적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교회와 기독교의 범위를 넘어 세계를 

폭넓게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타 교과와의 연결을 통해 창조세계의 종합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래프와 통계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찾고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칙과 관계를 추론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을 습득한다. 이 수학적 지식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사회 및 과학 현상에 

주목하여 창조세계의 책임적 존재임을 깨달으며 더 넓은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2. 교수학습계획

지금까지는 수리철학과 Dooyeweerd 이론을 참고하여 수학에 대한 교육철학을 정립하며 교육이

념-교육목적-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광범위한 논의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려면 이 교육철

학을 담을 유용한 틀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 틀로서의 소(중)단원 단위의 수업계획표를 제안할 것

이다. 수업계획표 안의 수업목표는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의 주요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며, 해당 내

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체크할 수 있도록 표를 구성하였다. 수학은 연결성과 계열성이 강한 학문

이므로 보통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최소한의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교

육과정이 운영된다. 여기서 제안하는 틀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 소단원 또는 중단원 

단위의 수업계획표이며, 이 표에 교과 내용을 담는 순서와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 학기 동안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가르칠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는 매우 기초적인 과정

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단원 단위의 수업을 계획한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

교 1학년까지는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등의 영역별로 대단원이 구분되므로 

대단원은 단원 계획을 설정하는 단위로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단원의 내용과 학습량, 학습자의 수

준 등을 고려하여 소단원이나 중단원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2에서 ‘영역/교과명’은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위에 언급된 다섯 가지 영역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2-3학년은 교과마다 영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학Ⅰ·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실용

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등의 교과명을 기록할 수 있다. ‘주요 내용’에는 해당 단원에서 다루

어야 하는 개념과 용어들을 기록하며, 그 아래에는 해당 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수업 방식’을 체

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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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plan table for the small and middle units

학년 : 영역/교과명 : 

(소/중)단원명 : 지도교사 : 

주요 내용 : 

수업 방식
□ 강의식      □ 토의식     □ 모둠활동     □ 자기주도 

□ 프로젝트  □ 플립러닝  □ 기타(                   )

준비물

수업 목표

□ 창조주 하나님의 인식 □ 질서(창조)          □ 겸손(타락)          □ 소망(구속)

□ 인간성과 공동체성 함양 □ 지식과 만남        □ 흥미+공감          □ 가치+태도

□ 창조세계의  총체적 이해 □ 종합적 이해        □ 책임적 태도        □ 세계의 확장

셋째, 각 수업목표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는 하나님을 언급하면 안 된다

는 의미가 아니다. 적절한 상황에서는 수업목표를 통해서도 명시할 수 있으나, 매시간 언급해야 한

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경 구절을 인

용하거나 매시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는 수업을 지양하고자 한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

조된 진리임을 기억한다면, 수업마다 강조하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허수를 도입하는 과정을 수업목표로 진술하면, 허수단위 i는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정의가 포함되므로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수학적 질서를 배

울 수 있다. 이를 ‘허수의 존재를 알고 허수와 복소수의 개념을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 ‘허수를 

알고 복소수의 기초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수업목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 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여 학습자의 입장에서 진

술하도록 한다. 이 수업목표 외에도 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당시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며 학

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실수의 계산을 

통해 복소수의 계산을 유추해보도록 하여 처음 만나는 지식을 충분히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지식과 만남’에 체크를 하고, ‘무리수와 다항식의 연산 방법을 통해 복소수의 연산 방법

을 유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업목표를 진술할 수 있다.

넷째, 주어진 틀에 많은 항목을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수업목표를 빠짐없이 체크하려는 노

력보다, 필수적인 몇 개의 수업목표를 구체적이며 깊이 있게 진술하는 고민과 노력이 교사와 학생 

모두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다섯째, 수업계획에는 평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평가는 교육을 통해 교육목적이 얼마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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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 평가는 교수·학습 과정의 

단계에 따라 수업전략을 위한 진단평가, 학생의 진보 상태를 알기 위한 형성평가, 중간고사나 기말

고사 같은 총합평가 등의 방식 모두를 일컫는다. 학생들은 평가에서 몇 점을 받았는가에 대한 결과

에 초점을 둘 수 있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그 지식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형성평가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도움

을 제공할 수 있고, 잘 하는 학생들에게 칭찬이나 상위의 과제를 부여하며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수학에서 평가는 단순한 연산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지식적인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태도의 변화도 살필 수 있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

지 수학교과 역량을 길러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수학 지식이나 아이디어, 문제해결과정, 신

념과 태도 등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의사소통 역량’과 수학의 가치를 인

식하고 자주적 학습 태도와 민주시민의식을 갖추어 실천하는 ‘태도 및 실천의 역량’도 다른 역량과 

함께 중시되고 있다(교육부, 2015: 46). 따라서 교육의 내용과 과정이 평가와 연결되어 일관성을 지

닐 수 있도록 교사는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살펴야 한다. 

여섯째, 기독교적 수업을 위해 동료교사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수학을 기독교적으로 수업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수학적, 교육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며 기독교적 소양도 필요

하다. 이 과정을 동료교사와 함께 한다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측면을 발견하거나 더욱 구체적이

고 다양한 적용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가 먼저 교사공동체 안에서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지식을 다루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수업사례

Table 3. An example for the middle unit plan

학년 : 고등학교 2-3학년 교과명 : 확률과 통계

중단원명 : Ⅰ-2. 이항정리 지도교사 : 김미림

주요 내용 : 이항정리, 이항계수, 파스칼의 삼각형

수업 방식
□ 강의식        □ 토의식       □ 모둠활동      □ 자기주도  

□ 프로젝트    □ 플립러닝    □ 기타(                  )

준비물 교과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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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표

□ 창조주 하나님의 인식

□ 창조(질서)       □ 겸손(타락)      □ 소망(구속)

1. 이항정리(수학적 법칙)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식을 전개하여 

특정 항의 계수를 구할 수 있다.

2.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이항계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3. 파스칼의 삼각형을 통해 이항계수를 찾을 수 있다.

4. 가장 기초적인 자연수 체계에서도 수많은 특징이 존재하고, 

그것을 다 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 인간성과 공동체성 함양

□ 지식과 만남     □ 흥미+공감       □ 가치+태도

1. 다항식을 전개해보며 이항정리의 패턴을 유추할 수 있다. 

2.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수학적 규칙을 3개 이상 찾을 수 있다.

□ 창조세계의 총체적 이해

□ 종합적 이해     □ 책임적 태도     □ 세계의 확장

1. 수학이 우리 주변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예를 찾아 글, 식, 

표, 그림 등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2. 수학을 기술에 적용할 때, 그 목적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위의 수업사례는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의 이항정리에 대한 내

용이다. 이항정리는 두 항의 합에 대한 거듭제곱을 전개하는 방법과 관련한 공식이다. 즉, 

,                                           , … 처럼 자연수 에 대하여 을 전개

하여 으로 나열한 것을 말한다. Figure 4와 

같이 이항정리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그 특징이 드러난다. Figure 4를 살펴보면 우변에서 각 항의 

계수가 좌우의 대칭을 이루고, 행이 거듭될수록 항이 하나씩 증가하는 규칙이 보인다. 여기서 계수

들만 Figure 5로 옮긴 것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다. 이 중단원을 도입할 때 학생들에게 이항정리를 알

Figure 4. The scheme of the binomial theorem   Figure 5. Pascal's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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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기 전에, 학생들이 직접 이항정리를 나열해보며 그 규칙

을 찾아가고, 파스칼의 삼각형 안에 숨겨진 다양한 수학적 법칙(질서)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식

에서의 만남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는 Figure 6와 같이 이웃하는 두 숫자의 합이 그 아래의 숫자와 일치하며, 

Figure 7과 같이 각 행의 숫자들을 합하면 과 같아진다. 또한 Figure 8과 같이 대각선으로 연결

된 숫자를 합하면 다음 행의 반대 방향의 숫자와 같아지는 하키스틱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을 전개했을 때 양 끝 항을 제외한 모든 계수가 의 배수이면 은 소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합성수이다. 그리하여 파스칼의 삼각형은 소수(prime number)를 판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학생들이 소수를 제일 처음 접하는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인데, 그 때 다룰 수 없던 내용을 파스칼

의 삼각형과 연결하여 소수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다. 소수는 고대 이집트의 린드파피루스에 기

록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졌다. 이후에 피타고라스학파도 이미 알려진 소수를 통해 새로운 소수

를 찾으며 소수가 무한개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오구리 히로시, 2017: 113). 그러나 이 방법은 소

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숫자가 커질수록 어려워지며, 소수의 무한함에 대한 가능성 있는 

추측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Pierre de Fermat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 가 소수라

면 어떤 자연수 에 대하여 이 로 나누어떨어진다’는 소정리를 제시한다. 고등학생들은 영

화를 통하여 페르마의 소정리를 접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도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합성수

이지만, 통과했어도 소수인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정리는 이후에 

Leonghard Euler에 의해 일반화되고, 1977년에 RSA 암호체계를 발견하는 아이디어가 되어, 우리

가 인터넷에서 쇼핑이나 은행 계좌 관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오구리 

히로시, 2017: 139). 

Figure 6. The sum of neighboring 
numbers  

Figure 7. The sum of the 
binomial coefficients  

 Figure 8. The hockey stick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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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정리를 통해 다항식을 전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의 수업사례는 소수를 깊이 알게 되고, 

실생활로의 연결까지 다룰 수 있다. 또한 이 중단원을 마치면서 우리 주변에 수학이 사용된 사례를 

찾아 정리하는 과제를 제시하거나, 수학을 기술에 적용할 때의 목적에 대하여 고민하는 한 문단 정

도의 짧은 작문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점차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인간

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기술을 오용하거나 급격한 발전을 따라갈 만큼 윤리의식이 고양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항정리가 아니더라도 중등교육 수준에서 각 

교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원의 도입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

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다보면, 수업시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단원 도입 이후에 개념과 기

본 지식의 지도는 매체를 사용하여 플립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만일, 플립러닝으로 과제를 제시

하여 공부해 오도록 지도했다면, 다음 차시에서 이를 간단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고대의 수학자들부터 깨달았듯이 수학은 단순히 수에 관한 연구가 아니다. 수학은 세계의 수학적 

질서를 찾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질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것을 만든 창조주를 느끼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용적 가치를 갖고 있다. 수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인간은 스스로의 사유와 이

성의 자율성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기

독교적 수학교육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직면하여 인식론적 겸손함을 배우며 하나님 안에서 인간

의 정체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수학은 혼자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보다, 협력

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이를 통해 수학적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동감하

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수학은 다른 학문과 연결되어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삶의 태도와 지식의 사용 목적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

사와 교육 연구자들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입시 중심의 수학교육으로 인한 수학의 가치, 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며, 인간적이며 교육적인 수학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2장에서는 수

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수학에 대한 관점은 점차 실재에 무관심

해지며, 인지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균형을 잃게 된 특징을 보인다. 이로써 인간이 관심에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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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본질적이며 궁극적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관점은 교육

에 대한 관점과 연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어도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절대성을 갖지 않으며, 인간

으로서의 학습자를 고려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기독교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

게 되었다. 

제2장을 마치며, 인간적이며 교육적인 키워드로 인간의 ‘마음’을 제시하였고, 제3장에서는 본 연

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음은 나 자신, 전인, 인간의 종교

적 중심, 인간 실존의 근원 등을 의미하며, 하나님-이웃-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지니

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전인 형성이라는 교육이념을 제시하고, 하나님

을 알아가고, 인간다움을 배워가며, 창조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교육목적을 설정하였

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안한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교육목표를 제시하

였고, 이를 담을 틀로서의 단원계획표를 제안하며 수학 내용을 담아 수업목표를 작성하는 등 구체

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남, 가치, 태도 등의 다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였

는데, 이는 지식만을 강조한 교육에서 인간의 마음을 포함하는 기독교적 교과교육의 적용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수학은 실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는 실용적 가치, 창조세계의 수학적 질서에 대한 아름

다움과 수학의 조화로움 등의 심미적 가치,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문화적 가치, 논리적 사

고와 추상적 사고를 함양하는 도야적 가치 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적 현실

은 수학의 다양한 가치를 도구적 가치에 함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점차 

수학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미래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문제이다. 이제는 

수학의 다양한 가치를 알고 태도가 변화하는 수학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교육은 인간의 모든 영역

으로서의 지적, 사회적, 신체적, 영적 성장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인교육이다. 

그동안의 기독교적 교과교육은 Albert Greene의 알타비스타 교육과정 모형, Harro Van 

Brummelen의 기독교적 교육과정 수업모형, Christian Overman과 Don Johnson의 BWI의 모형 

등 주로 북미에서 개발된 수업모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고려하면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교육문화를 고려한 중등 수준의 특정 교과교육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교육철학부터 

실제까지의 전반을 다루고자 노력한 점도 있다. 반면에 입시 중심의 교육체계와 종교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큰 담론에 제한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의 종교적 중립을 

재고하며 기독교적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후속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적어도 기독교의 믿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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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들은 그 믿음에 기초하여 학문을 학문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교육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672021. 12 67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인간 실존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고려하는 기독교적 중등 수학교육의 방향 제안: Herman Dooyeweerd의 이론을 바탕으로

참 고 문 헌

고동현·정희선 (2020). 수학자신감과 수학수업특성이 수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선형

모형(HLM)을 적용하여. 학교수학, 22(2), 313-332.

[Ko, D. H. & Jung, H. S. (2020). Analysis on the Effect of Mathematics Class Characteristics 

and Mathematical Confidence on Mathematical Academic Achievement: Applying 

Hierarchical Linear Model. School Mathematics, 22(2), 313-332.]

교육부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세종: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17). Introduction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Highschool.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5). 수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8. 세종: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15). Mathematics Department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015-74 Supplementary v. 8.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김기곤 역. (1992). 도예빌트와 기독교철학. Nash, R. (1962). Dooyeweerd and the Amsterdam 

Philosophy. 서울: 성광문화사.

[Kim, K. K. (1992). Dooyeweerd and the amsterdam philosophy. Seoul: Seonggwang 

Publishing Co. Nash, R. (1962). Dooyeweerd and the amsterdam philosophy. Grand 

Rapids: Zondervan Pub.]

김미림 (2021). 종교적 믿음에 기초한 기독교적 중등 수학교육의 방향 제안. 박사학위논문. 백석대

학교.

[Kim, M. R. A Proposal for the Directions of the Christian Secondary Mathematics Education 

Based on Religious Belief. Ph.D. Baekseok Univ., Cheonan, Korea.]

김영한 (1996). 헤르만 도이어베르트의 기독교 철학이념과 평가. 성경과 신학, 19, 219-274.

[Kim, Y. H. (1996). The Idea of a Christian Philosophy of Herman Dooyeweerd and its 

Evaluation. Bible & Theology, 19, 219-274.]

남진영 (2014). 수학의 가치교육: 폴라니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18(1), 

63-81.

[Nam, J. Y. (2014). Teaching of the value of mathematics : in the perspective of Michael 



68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4호68

김 미 림

Polanyi’s philosoph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18(1), 63-81.]

문석호 역. (2007). 기독교철학 개론.  Spier, J. M. (1994).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Moon, S. H. (2007).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Goyang: CH Books. Trans. 

Spier, J. M. (1994).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박영배 (2004). 수학 교수·학습의 구성주의적 전개. 서울: 경문사.

[Park, Y. B. (2004). Constructivist development of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Seoul: 

Gyengmunsa.]

박창균 (2011). 로바체프스키의 수학철학과 비유클리드기하. 한국수학사학회지, 24(4), 21-31.

[Park, C. K. (2011). Lobachevsky’s Philosophy of Mathematics and Non-Euclidean Geometry.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4(4), 21-31.]

백혜조 (2018).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교육목표의 위계적 타당성 검토. 교육과정연구, 36(1), 1-23.

[Baik, H. J. (2018). A Study on the Hierarchical Validity of Educational Objectives in the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6(1), 1-23.]

상경아·곽영순·박지현·박상욱 (2019).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IMSS 2015 결과 분

석.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Sang, K. A., Kwak, Y. S., Park, J. H. & Park, S. W. (2019).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Changes in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s: Analysis of TIMSS 2015 Results.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서혜란 (2019). 성경적 ‘마음(heart)’ 이해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의 접근 및 과제. ACTS 신학저널, 40, 

207-233.

[Seo, H. R. (2019).  Approach and Task of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Heart. ACTS Theological Journal, 40, 207-233.]

서혜숙·고선윤 역. (2017).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오구리 히로시 (2015). 數學の言葉で世界を

見たら. 서울: 바다출판사. 

[Seo, H. S. & Ko. S. Y. (2017). If you see the world through the language of mathematics. 



692021. 12 69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인간 실존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고려하는 기독교적 중등 수학교육의 방향 제안: Herman Dooyeweerd의 이론을 바탕으로

Seoul: Badabooks. Trans. Hiroshi Oguri (2015). If you see the world through the language 

of mathematics. Tokyo: Gentosha.]

송륜진·주미경 (2017). 비판적 수학교육 관점에 따른 수학교과서 분석준거 개발: 전문가 델파이 조

사를 중심으로. 수학교육학연구, 27(1), 113-135.

[Song, R. J. & Ju, M. K. (2017). Delphi Survey to Develop an Analysis Framework for 

Mathematics Textbooks from a Critical Mathematics Education Perspectiv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27(1), 113-135.]

오채환·강옥기·이상욱 (2011). 배중률을 둘러싼 구성주의의 두 입장 비교. 한국수학사학회, 24(4), 

45-59.

[Oh, C. H., Kang, O. K. & Ree, S. W. (2011). A Comparing Study of Two Constructivisms on 

L.E.M.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4(4), 45-59.]

우정호 (2002). 학교수학의 교육적 기초.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Woo, J. H. (2002). Educational Foundations of School Mathematic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우정호·한대희 (2000). 인간교육으로서의 수학교육. 수학교육학연구, 10(2), 263-277. 

[Woo, J. H. & Han, D. H. (2000). Mathematics Education as a Humanity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10(2), 263-277.)

유재봉 (2013). 교육에서의 영성회복: 학교에서의 영성교육을 위한 시론. 교육철학연구, 35(1), 

97-117.

[Yoo, J. B. (2013). Spirituality in Education: Towards a Recovery of Spirituality in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1), 97-117.]

이건창 (2005). 수리철학의 사상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수학사학회지, 18(1), 67-74.

[Lee, K. C. (2005). A Study on the Thoughts and Problems of Philosophy of Mathematics.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18(1), 67-74.]

이승구 역 (2017). 기독교세계관. Holmes, A. (1983). Contours of a world view. 서울: 도서출판 솔

로몬. 

[Lee, S. K. (2017). Contours of a world view. Seoul: Solomon Pub. Trans. Holmes, A. (1983). 

Contours of a world vi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70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4호70

김 미 림

장성민 (2008). 마음의 질서: 파스칼 철학의 개혁주의적 해석.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Jang, S. M. (2008). Order of Mind: A Reformed Interpretation of Pascal’s Philosophy. Seoul: 

Chongshin University Press.]

정영옥 (1997). 수리철학의 변화와 수학교육에의 시사점. 수학교육학연구, 7(1), 295-316.

[Jeoung, Y. O. (1997).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and Its Implications to Mathematics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7(1), 295-316.]

조성민·구남욱 (2020). PISA 2018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취 및 학교 풍토와학생 

웰빙 관련 결과 탐색. 수학교육학연구, 30(3), 465-486.

[Cho, S. M. & Koo, N. O. (2020). Exploration of Korean Students’ Mathematics Achievement, 

School Climate, and Well-being in PISA 2018 Resul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30(3), 465-486.]

황혜정·나귀수·최승현·박경미·임재훈·서동엽 (2008). 수학교육학신론. 서울: 문음사.

[Hwang, H. J., Na, K. S., Choi, S. H., Park, K. M., Yim, J. H. & Seo, D. Y. (2008). Mathematics 

Education Theology. Seoul: Muneumsa.]

Brouwer, L. E. J. (1975). Collected Works: Philosophy and Foundations of Mathematics v.1. 

Heyting, A. (Ed.). Amsterdam: North-Holland.

Clouser, R. (2005).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Davis, P. & R. Hersh. (1981). The Mathematical Experience. Boston: Birkhuauser.

Devlin, K. (1998). The Language of Mathematics: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NY: W. H. 

Freeman & Company.

Douglas, J. D. (Ed.) (1962). The New Bible Diction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Dooyeweerd, H. (1984).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vol.2.  Trans. David H. 

Freeman & H. De Jongste. Ontario: Paideia Press Ltd.

Dooyeweerd, H. (2012a).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Trans. John Krraay. Grand 

Rapids: Paideia Press.



712021. 12 71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인간 실존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고려하는 기독교적 중등 수학교육의 방향 제안: Herman Dooyeweerd의 이론을 바탕으로

Dooyeweerd, H. (2012b). Roots of Western Culture. Trans. John Krraay. Grand Rapids: 

Paideia Press.

Hersh, R. (1999). What is mathematics, reall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ersh, R. (1979). Some Proposals for Reviving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Advances in 

Mathematics, 31, 31-50. 

Kalsbeek, L. (2002).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Herman 

Dooyeweerd’s Thought. NY: Edwin Mallen Press.

Kilpatrick, J. (1987). What Constructivism Might Be in Mathematics Education. Proceedings 

of Pyschology of Mathematics Education, 11(1), 3-27.

Kline, Morris. (1980). Mathematics: The Loss of Certain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oreland, J. & W. Craig, (2003).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a Christian Worldview. IL: 

Inter Varsity Press.

Piaget, J. & B. Inhelder (1969). The Psychology of Chil., Trans. Helen Weaver. NY: Basic 

Books.

Polanyi, M. (1962).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Popper, K. (1963).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Von Glasersfeld, E. (1990). An Exposition of Constructivism: Why Some Like It Radical. 

in  Davis, R. C. Maher & N. Noddings (Ed.) Constructivist Views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Mathematics. Virginia: NCTM.

교육부 (2020.5.26.). “생각하는 힘으로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수학교육 종합계획(안) 

2020년~2024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0718&lev=

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1.10.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9.28.).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환영 및 9월 모



72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4호

의평가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1.9.23.):  ‘수능 킬러문항 금지법’ 발의

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

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114779&t=board. (검

색일 2021.10.31.)

표준국어대사전 (2021). “수학.”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2021. 1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12.8.). “TIMSS 2019 결과 발표 별첨 자료.” https://moe.go.kr/

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2939&lev=0&searchType=null&statusYN=

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1.10.20.).

e-나라지표 (2021.10.5.). “학업성취도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https://www.index.go.kr/

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9. (검색일 2021.10.30.)



732021. 12 73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인간 실존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고려하는 기독교적 중등 수학교육의 방향 제안: Herman Dooyeweerd의 이론을 바탕으로

논문초록

우리나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의 수학 교과에서 우수한 성취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높은 

성취수준과 대조적으로 수학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많으며, 학습격차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학교육에 경각심을 가지며 기독교적 측면에서 수학교육의 대안을 찾

고자 한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점들은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근본

적으로 이 문제는 근대 이후에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에 대한 욕구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근대 이후의 교육은 종교성을 배제하며 인간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전인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교육학, 수리철학, Herman Dooyeweerd의 이론 등을 참고하며 교육의 

기본이 되는 철학을 정립하고, 실제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가르치는 교과로서의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재고하고, 수학교육에 

암묵적으로 기초하며 영향을 미치는 철학적 전제로서의 수리철학을 살펴보며, 이것을 기독교

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요 키워드로 제시되는 마음이라는 단

어가 광범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미를 성

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설정하는 등의 기독교교육적 

적용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제2-3장의 논의에 기초하여 교육목표로 구체화시키며, 

이를 담을 수 있는 단원계획표를 제안하고 수업사례를 제시한다. 

 

주제어: 기독교적 교육, 기독교적 수학교육, 마음, 신앙과 학문, 헤르만 도예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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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cial sciences for the development of 

measures to measure the Korean church. The Korean church is being criticized even more 

amid the pandemic situation caused by COVID 19, but this is not due to COVID 19, but the 

trust of the Korean church has been declining since before. Among the social sciences, we 

focus on the church as a place where theology and sociology meet through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The church is the body of Jesus Christ and is not only a theological confession 

as a community of faith, but also a natural community, a social institution, a voluntary 

association, and a soci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church can be measured just like other 

areas of society, and social science concepts and operational definitions can be used to develop 

a measure for measuring the church.

Based on the above, three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for measuring the church. First, 

various studies on the criteria for measuring the church are needed. Second, more Christians 

are studying social science and theology together. Third, an institution that can database the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chu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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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펜데믹(pandemic)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내외부의 시선은 차

갑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에서 준비한 2021년 4월의 토론회 첫 주제가 “상식에 미치지 못

하는 신앙, 재난에 대처하지 못하는 교회”인 것은 코로나19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지키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한국교회가 잘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염의 온상이 되었고, 특

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였음을 반성하고 있다. 

장신대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비개신교인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바

에 따르면(한국기독공보, 2021. 5. 3.), 코로나 이후 개인교인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비개

신교인의 응답이 85%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82.4%는 개신교가 코로나19의 확산에 책임이 있

다고 응답하여 비개신교인이 가지는 교회와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부

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독교는 사회와 늘 대립하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아니 기독교는 사회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를 초월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분명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졸

고에서는 ‘기독교(christianity)란 무엇인가?’, ‘사회(society)는 무엇인가?’와 같은 조작적이고, 거

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로서의 ‘기독교’, ‘사회’를 이야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보다는 ‘신학’, ‘사회’ 보다는 사회 과학(social science)의 한 분야인 

‘사회학(sociology)’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사실 ‘기독교 신학은 사회학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치환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이다.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 기독교는 사회를 초월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는 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

에 다니고, 친교를 한다. 결코 사회를 벗어나서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연속적이고, 의미 있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사회에 포함된 하나의 종교(a religion)일뿐인가? 앤서니 기든스

(Anthony Giddens)에 의하면(Gidden & Sutton, 2009), 모든 종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이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종교들은 존경심이나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 신

도들의 공동체가 실행하는 교회 예배와 같은 의식(ritual) 혹은 행사들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에 관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통계청, 2016), 2015년 11월1일 현재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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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인구는 2,155만 명(43.9%)으로 2005년(2,453만 명, 52.9%)에 비해 무려 9.0%가 감소했다.1종

교별로는 총인구 중 기독교인구가 19.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교(15.5%), 천주교(7.9%) 순으

로 집계되었다. 개신교는 지난 2005년 조사에 비해서는 1.5%가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한국교회를 향한 지탄의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Ⅱ. 신학과 사회과학의 만남: 사회학을 중심으로

왜 우리는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가? 왜 우리가 타 종교에 비해 열성적으로 종교활동을 함에

도 비개신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점점 추락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

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는가? 부정적

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회를 섬기지 않아서? 아니다! 실제로 우

리는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 

법보신문(2021. 4. 5)에 따르면, 각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전체 529곳 가운데 개신교

가 259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있어서는 49.0%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교가 152곳으로 28.7%, 가톨릭은 97곳(18.3%), 원불교 14곳(2.6%), 기타 7곳

(1.4%)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옹호할 강력한 개신교 신자 정치 지도자를 가지지 못해

서? 아니다! 우리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3명의 장로 대통령을 가질 수 있었다. 자본주의적인 ‘선(善)

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이 다른 종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보

다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종교단체 연간 운영자금 현황에 따

르면 개신교의 연간 운영자금은 3조1760억 원으로 천주교(3390억 원) 불교(4610억 원)에 비해 7∼

9배나 많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개신교의 교인들의 감소를 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확신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사회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독교 신학(특별히 교회론을 중심으로)과 사회학의 만남이라는 방법을 통하

여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왜 사회학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와 같이 당

연히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1)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단위의 전국 조사로 2020년 조사 결과는 요약된 결과만 보고되고 있으며, 종교인구와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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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신교 신학계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행동과학(Handlungswissenschaft)의 관점에서 신학

의 실천, 즉 Praxis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근접 학문의 신학으로의 차용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실

천신학이 단지 다른 신학분야, 특히 조직신학의 “응용과학”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반성과 

비평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현장(Praxis)에 대해 이론화 하고 이론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

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학문의 대상으로서의 현장에 대한 자기 비평은 제도화된 종교적 실제로서의 

교회의 틀을 넘어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실제로서의 기독교와 그 현장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그 범위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 과정에서 신학은 자연스럽게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틀을 차용하게 되었고 그 방법론을 통하여 신학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

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종교적 현상, 즉 종교의 사회적 형태, 종교의 대화의 틀, 경험의 종교적 모습들

에 대한 주체적 수용형태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조성돈, 2004; 21).

오늘날과 같은 ‘사실의 시대’(Age of Fact)에는 정보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지배하여, 그것을 

소화할 능력을 압도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목회자를 포함하여)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신들 내부에서 어떤 일

이 일어나는지를 선명하게 요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용하고 이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정

신적 자질 바로 그것이다. 저널리스트와 학자, 예술가와 대중, 과학자와 편집인들이 이른바 사회학

적 상상력(Mills, 2000)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하는 점이 바로 이러한 자질이다. 이제 사회학적 상

상력을 통해 신학을 만나보자.

Ⅲ. 신학과 사회학의 만남의 장, 교회

1. 사회학이 바라본 교회

신학과 사회학의 대화를 위해서 ‘교회’라는 접점을 택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의 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교회’에 대해 명료

하고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필자의 신학적 지식의 부족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스 큉의 『교

회』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교회라는 개념은 주로 교회가 처한 그때마다의 역사적 형태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교회는 자신이 특

정한 시대에 만들어 놓은 상(像)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매 시대는 자기만의 교회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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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회상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겨나 특정한 역사적 교회에 의해 실현 및 형성되고 특정한 역

사적 신학자들에 의해 개념화 된다. 그러나 정신사, 교회사, 신학사적인 조류와 반류(反流)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하는 역사적 교회상들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요소와 전망은 교회 그 자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속적인 근원에서 나온 

‘본질’(本質, Wesen)이다.”(한스 큉, 2007: 5).

우리는 모두 가족, 교회, 국가, 학교, 기업조직, 노동조합, 클럽 및 정당과 같은 사회구조들을 알

고 있다. 사회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구조들을 개념화하고 분류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하

기를 원한다. 우선 ‘개념’(concept)이라는 것은 ‘관찰된 현상이나 그 특성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관

념을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민경배, 1999; 26). 또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사회 과

학을 연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

체적으로 조작하여 개념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객관화시킨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민경배, 1999; 27쪽). 근럐의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발전시킨 ‘조작주

의’(Operationalism)에 대해서 학문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Marshall의 연구에 의하면

(Marshall, 1992; 70), 조작주의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① 조작주의의 본래적 

형태의 모습을 띤 것으로 오로지 조작주의적 용어들만이 과학적 분석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생각하

는 입장. ② 이론적 용어와 경험적 용어를 양분하여 전자는 개념의 조직적인 정합성과 상관성을 확

립하기 위해, 후자는 질량에 관계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입장. ③ 관찰 가능한 조작적 용어들이 이론

적 개념들과 같은 어떤 것의 지시자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④ 조작적 용어들이 오로지 척도 혹은 

수량적 지시자의 형태로 이해된다고 보는 입장. ⑤ 조작화 한다는 것을 다른 개념을 위한 척도나 수

량적 지시자를 발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교회에 대한 사회학의 입장은 무엇일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의 자연발생적인 공동체로 교

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1) 자연적 공동체

가족, 친족, 결혼, 현대 사회의 확대가족은 자연적 공동체(natural community)이다. 교회 역시 이

들과 같은 자연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 공동체는 사람들을 영속적으로 하나의 사회

적 집합체의 구성원으로 연결시킨다. 구성원의 자격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출생함으로

써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만 어떤 가정에 속하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혼인 관계의 한 당

사자가 되는 것을 결정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유대는 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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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자연적 공동체를 구별하는 또 다른 특성은 그 관계가 생물학적 유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이다. 남편과 아내 간의 성적 유대, 가족 성원간의 혈연적 유대는 자연적 공동체가 존립하는 기초를 

형성한다(MacLarkey, 1992).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는 자연적 공동체와

는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자연적 공동체는 자발성을 가지더라도 속할 수 없는 공동체

인 반면, 교회는 그렇지 않다. 둘째, 자연적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유대에 근거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가족과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공동체인가? 교회의 본질은 말씀의 사건이고 사랑의 

사건이다. 이것을 최근에는 성령의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만들어지는 성령

의 피조물이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애

를 나누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김명용, 1997; 22).

교회는 성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영이 채워져 있고 영이 활동하고 있는 성전이요 건물이다. 요

컨대 영의 집이다. 개별교회도 영의 집이요(고전 3:16-17), 전체 교회도 영의 집이다(엡 2:17-22). 

교회의 모든 원천존재· 존속이 영의 덕택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의 피조물이다(이형기, 

2005; 95). 피조물, 곧 창조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자연 발생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2) 사회제도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란 사회의 어떤 공유되는 관념과 목표의 가치와 과정을 구현하고 

그 사회의 어떤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직화된 사회관계 체계(social relation system)라

고 할 수 있다(이원규, 2006; 457). 사회제도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perspective)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5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구조기능주의, 갈등이론,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속방법론이 그것이

다(우리사회연구회, 1993). 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 자

세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소개정도로만 대신하

려고 한다. 사회제도에 대한 다른 정의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확립되고 비교적 안정된 

지위와 역할과 규범과 절차의 조직적 체계로서, 구성원 각각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더 요약해서 말하면 사회 제도란 

개인과 집단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관습화되고 공식화된 방법과 절차를 뜻한다(민경배, 1999;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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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사회학자의 개념 정의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 제도(institution) 안에 가치가 

있고, 그 제도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며, 하나의 조직화된 사회관계 체계라는 것이다. 어떤 면에

서 위의 개념들은 한국의 현재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

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과연 사회제도일 수 있는가?

교회를 제도로서 바라보는 것은 교회를 제도와 일치시키는 가톨릭 교회론과 비슷하다. 교회를 바

라보는 가톨릭의 전통은 오랫동안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가톨릭교회를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몸

으로 규정했고 이것을 성육이론(成肉理論)의 교회론적 확장이라고 불렀다(김명용, 1997; 14).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회의 

제도 가운데 하나라면, 우리는 혼란스럽다. 머리인 그리스도도 사회의 일부인 것 아닌가? 혹은 사회 

제도-국가, 경제와 같은-는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질문 모두에서 우리는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사회제도와 그리스도는 상호 관계한다는 것이다.

3) 자발적 결사조직

사회집단의 유형을 맥키버(R. M. Maciver)는 공동체(community)와 결사체(association)로 구분

하였다(Maciver, 2020). 공동체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며, 결사체

는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다. 맥키버가 공동체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지역성과 공동체의식이다. 공동체는 그 특징으로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게 가지게 된다.

공동체와 비교하여 결사조직은 특수한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집단이다. 때문

에 이들을 기능집단 또는 이익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원들의 관심, 활동, 규모, 조직형태에 따

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형태로 기업체, 정당, 학교, 노동조합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사회연구회, 1993).

교회는 정당, 노동조합, 지역 단체와 같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든 증거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교

회를 하나의 정치 정당이나 조합으로 보려던 시도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신앙의 정치적 차원을 고

찰하며, 현대인의 가장 심각하고 예리한 당면 문제들을 의식하고 있다. 또한 현대세계에서의 교회

의 기능이라는 원천적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Gutierrez, 1988; 259).

‘자발적’이란 단어는 자연적 공동체나 사회제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사용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사회구조, 즉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주어진 측면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

이는 구조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열성적인 결사조직임에는 분명

하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교회는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조직되고, 해체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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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영원한 공동체이다(MacLarkey, 1992). 

4) 사회관계

더불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관계를 사회학에서는 사회관계(social relation)라

는 말로 표현한다. 사회관계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구조는 사람들간의 광범위한 일상적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상사원/고객, 의사/환자, 이

웃/이웃, 친구/친구 관계는 이 사회형태 내에 포함된다. 조직구조나 권위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사회관계는 동등한 관계이다. 동등이란 상사원, 의사, 이웃, 친구가 상대방인 고객, 환자, 

이웃, 친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직적 또는 규범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숙련, 

지식, 기술, 그리고 생활경험이란 의미에서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종종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자

유로운 사회관계는 평등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엄격히 구조화된 사회구조와 그렇지 않은 제도 간에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용어인 것이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한다. 목사/평신도, 장로/목사, 평신도/평신도, 이 외에도 다양

한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의 관계가 된

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피조물의 관계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부활한 주님으로서 교회에 현존한다. 교회 없이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 교회 없다.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는 멀어져만 가는 과거의 일도, 멀거나 가까운 미지의 미래의 

일도 아니다. 그는 만인의 주님으로서 알건 모르건 온 인류를 지탱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다(한스 큉, 2002; 109). 그분은 두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

원히 거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2. 교회의 시작: 조직과 인격

사회학에서 바라보는 교회와 교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에는 비슷한 점도 있고, 상이한 부분도 있

다. 그럼 역사적으로 교회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교회의 시작, 즉 교회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사회

학과 신학이 서로를 향해 팽팽하게 가지고 있던 긴장감이 역사라는 또 다른 관계를 만남으로 새로

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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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조직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가 자기 주위에 불러 모았던 저 열두 

명의 연합(Gemeinschaft)으로부터 하나의 공동체(Gemeinde)가 형성되었다. 예수 자신은 하나의 

조직적인 예배단체라는 의미에서의 공동체를 창설한 적은 없지만-그는 다만 선생이었고, 제자들은 

학생이었다-, 그러나 즉시로 학생들의 무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그 이후의 모

든 시간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것이 되었다(하르낙, 2007; 145). 

이후 교회의 역사는 이단들과의 싸움으로 시작된다. 초대 가톨릭 교회가 설립되는 다각적인 과정

은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주의 그리고 몬타누스주의를 극복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좀머 외, 2008; 43). 성령이 교회를 위해 감독을 세울 때는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방어하고 교회를 

양육하기 위함이었다. 교회의 직제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도적인 교회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수 있다(김명용, 1997; 

23). 교회의 조직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언제나 구체적으로 보이는 역사적 실체를 생각해야 한다. 슐라터(A. 

Schlatter)는 인간들이 교회인데 이 인간들의 모임은 가견적이라고 언급했다(Schlatter, 1984). 본회

퍼(D. Bonhoeffer)는 교회의 가견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불가견의 교회가 되려는 교회는 이미 그

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다(Bonhoeffer, 2012). 

2) 인격으로서의 교회

그러나 보다 우선적인 질문을 해보자. 예를 들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있었느냐?’와 같은 질

문 말이다.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들의 모임이다. 이 고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시작은 인격적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기지 못하리라(마 16:18)”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엡 1:22; 5:23)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는 교회

의 시작이 한 개인의 신앙고백으로 시작된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통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엡 1:23, 고전 12:12; 12:27)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받아들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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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도인의 시작

교회의 인격적 시작을 ‘베드로의 고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디에 

근거를 둘 수 있을까?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

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

그리스도인은 주를 믿는 믿음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의 믿음이 선행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위의 사

도행전 말씀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는 두 번째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러줘야 하는 것이다. 

사회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만

들어지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은 출생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는 귀속적 지위(ascribed 

status)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얻어야하는 성취지위(achieved status)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이지 ‘말’이 아니다. 바나

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안디옥에서 그들이 살았던 1년간

의 삶 때문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말로써 다른 이들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이

야기할 것이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행 26:28)

Ⅳ. 척도의 일반적 특성

사회과학에서 어떤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고 만든 도구를 척도(尺度, scale)라 한다(채

구묵, 2015; 121). 측정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과학적 규칙에 따라 측정의 대상이 되는 현상에 수치

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 자(尺)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재고 있다. 키, 몸

무게, 넓이, 길이 등. 이때마다 우리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 단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

다. 그러나 단위가 다르면 측정값이 제각각이라 동일한 비교와 대조는 불가능하다. 결국 무엇을 재

는 자는 단위가 같아야 한다. 우리가 만들려는 척도는 측정된 값을 통해 사회적인 값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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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상들에 대한 척도에 비하면, 사회현상에 대한 척도는 복잡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러므로 인간, 사회, 사회현상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신앙 태도, 믿음, 감정, 제도 자체를 엄격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 몇 센티미터(cm)나 몇 킬로그램(kg)으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조사방법들과 이론들을 통하여 현상을 비

슷하게 측정할 수는 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재는 척도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

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사회과학의 척도

먼저 ‘척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과학에 있어서 척도가 가지는 특성은 사회과학적인 지

식이 가지는 특성과 많은 부분 동일하다. 사회과학에서 척도를 만드는 것은 친구나 부모님과 사적 

대화 중에 갑자기 만들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또한 골방에서 기도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과학에서 정의하는 척도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 바로 재생가능

성, 경험가능성, 객관성이다. 

첫째, 재생가능성(Reproducibility), 재생가능성은 어떤 현상을 측정할 때 동일한 척도로 동일한 

대상을 잰다면 미국에 있는 A가 재는 것과 한국에 있는 B가 재는 것은 같은 결과를 얻는다. 즉 반복

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재생가능성은 자연과학과 

같이 절대적으로 재생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 엄밀성과 상대적으로 더 재생가능

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둘째, 경험가능성(Empiricism), 경험가능성은 척도를 통해 측정하는 결과값, 혹은 지식이 우리의 

지각과 감각을 통해 경험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은 특수한 경험이라 측정이 불가능 

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경험은 측정되고 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의 경험가능성과는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혁명과 같은 사회현

상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와 사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셋째, 객관성(Objectivity),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은 자연과학과 같은 절대적 객관성을 말하지는 

않는다.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객관성을 통해 현재 측정한 값이라도 후대에 측

정한 값에 의해 현재의 측정값이 허구로 밝혀질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다. 객관성으로 

인해 척도는 권위를 갖게 된다. 

2) 척도의 공유와 자기반성

척도는 그 척도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교회를 재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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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만든다면, 앞서 이야기한 재생가능성, 경험가능성, 객관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

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 사회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교회를 재는 척도를 만들 

때 교회가 속한 사회, 척도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이 있어야 한

다. 그러므로 척도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

를 공정하게 밝힐 수 있는 연구자의 용기가 필요하다. 

종교는 그 특성상 자기반성의 구조적 불가능성으로 인해 신앙을 빌미로 하는 인간의 자기절대화

라는 성향을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정재현, 2003; 21). 교회를 재는 척도라는 것이 본질적

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권력 지향적 속성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척도여야 척도가 사용되는 안과 

밖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지는 상황 속

에서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교회론과 사회학의 만남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고찰하고 교회를 평가

할 수 있는 척도를 도출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회에서 생각할 때 교회는 누구보다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사

회의 평가는 냉정하다. 이런 사회의 냉정한 시선들에 대해 교회에서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가 있다.

한국사회의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은 비단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

으로 쌓여왔던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들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치면서 더 폭발적으로 드

러난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RC)는 전국대학 학생과 교수가 함께 ‘한국종합사

회조사’라는 것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하는 조사 가운데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비

롯한 8개 종교에 대해 “다음 종교집단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5점 척도(매우 긍정

적, 약간 긍정적, 긍정도부정도 아님,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로 묻는다. 놀랍게도 2018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연도가 지날수록 개신교에 대한 의견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김지범 외, 

2019). 다만 이 자료에 대한 개신교계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미 사

회에서는 교회와 개신교에 대한 평가들을 사회과학적 지표들을 활용해 수치화 하고 있고, 데이터베

이스가 축적된 상태이다. 

반면 교회에서 스스로를 평가해 데이터화 한 것은 기윤실에서 2008, 2009, 2010, 20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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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기윤실, 2020). 이 데

이터는 한국 교회의 자발적인 연합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윤실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꾸려 

실시하고 있으나 전술한 것처럼 지난 5번의 조사의 간격이 제각각으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신뢰도 

조사가 1년 단위 혹은 2-3년 단위로 실시되어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고, 설문지의 구조를 볼 때 주로 

‘신뢰’도와 ‘인식’이라는 응답자의 주관성에 기댄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주변에서 한국 교회

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면, 교회 내부의 사람들의 시선 역시도 그렇게 될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다. 이처럼 사회에서 사회과학적인 분석으로 교회에 대한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것에 비해 한국 

교회 내부의 응답은 미약할 정도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를 재기 위해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회를 자로 잰다면, 그 자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예전에는 교회란 ABC에 따라 평가된다는 말이 있었다. 교회의 ABC란 

Attendance(출석교인), Building(건물), Cash(헌금)를 나타낸다(Mcintosh, 2010). 즉 교회의 성도

수나 건물 크기, 헌금액수로 교회를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좋은 

평가가 아니다. 교회는 성도수, 건물 크기, 헌금 액수로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역사적, 

신학적으로 논증하였듯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교회 평가를 위한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 이에 대한 교회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무

엇보다 교회를 사회적 기관의 하나로 보고 다양한 학문들이 교회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장이 필요

하다. 

둘째, 사회과학과 신학을 함께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한다. 교회의 척도를 이용해 측

정을 하려면 척도의 기준이 되는 항목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학자들이 사

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교회’에 대해 사회학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였으나 이것은 사회학적인 접

근이어서 신학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혼란이 따른다. 척도의 기준들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조작적 정

의를 위해서는 신학적 사고로 훈련된 사람 가운데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신학과 사회과학의 접

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신학교들 가운데에도 필수과목 가운데 사회과학조

사방법론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는 전무하다. 사회과학을 공부한 이들 가운데 신학이 훈련된 경우도 

거의 없다. 이 두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셋째, 교회와 관계된 통계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과학

계에서는 각 학교별로 데이터가 관리됨과 함께 사회과학 통계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사

회복지와 관계된 자료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에서 통합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와 관련된 데이터는 통합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예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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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하고 책까지 발간하였으나 그 자료를 관리하던 단체는 없어졌으며, 최근 목회데이터연

구소라는 곳에서 주로 통합 교단의 수주를 받아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름과는 달리 공공기

관이 아닌 개인 연구소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충신교회에서 설립한 한국교

회지도자센터(한지터)에서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를 2007년부터 개최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하고 있으나 목회자 중심의 세미나여서 평신도들에게까지 자료

들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별도의 기

구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관계된 통계들을 모으고 데이터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 공

개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이루어

져야 한국교회와 사회를 더욱 잘 알아갈 수 있고, 교회의 문제를 보다 객관화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 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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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사회 속에서 교회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사회과학적 제언*

Social Science Suggestions for Developing a Church Measuring Scale
In the post-COVID 19 society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교회를 재는 척도의 개발을 위한 사회과적 탐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 큰 지탄을 받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19로 기인한 것이 아

닌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었다. 사회과학 가운데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신학과의 접점을 찾고, 신학과 사회학이 만나는 장으로서의 교회를 집중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

도의 몸이며, 신앙 공동체라는 신학적 고백만이 아니라 자연적 공동체이자 사회제도이며, 자발적 

결사조직이자 사회관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측정될 수 있으며, 

사회과학적 개념과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교회를 재는 척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전술을 바탕으로 교회를 재는 척도를 위해 세 가지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교회를 재는 기

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과학과 신학을 함께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져

야 한다. 셋째, 교회와 관계된 통계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주제어 : 교회, 척도, 사회과학, 사회학

배 성 훈 (연세대학교)



932021. 12 

ABSTRACT

* 2021년 11월 15일 접수, 12월 11일 최종수정, 12월 12일 게재확정

** 대동대학교(Daedong College) 교양교육혁신센터 센터장,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 27번길 88, jeong720@daedong.ac.kr

*** (사)십대의벗청소년교육센터(The Teenage Friends Youth Education Center) 간사/한국멘탈헬스하우스(Korea Mental 
Health House) 대표, 부산시 중구 대영로 242번길 1, kenosis444@daum.net

**** (사)십대의벗청소년교육센터(The Teenage Friends Youth Education Center) 간사, 부산시 중구 대영로 242번길 1, 
sea3725@hanmail.net

***** (사)십대의벗청소년교육센터(The Teenage Friends Youth Education Center) 원장/함께하는 교회(Together Church) 
담임목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122 (구서동), hdosa31@hanmail.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recovery program of the biblical self-image 

for Christians after adolescence.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a formative research 

method, prior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as well as in-depth interview. Request 

surveys were conducted with pastors and church members in Busan and Gyeongsangnam-

do. A program draft was developed by deriving the program contents and design 

principles. After applying it to 14 believers in Busan, the final program was developed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program through the evaluation of participants and 

experts. The biblical self-image restoration program aimed to help the members lead a 

healthy life of faith and to restore their relationships with God, themselves, and their 

neighbors. The design principle of the program was set as ‘love, grace, and truth’, and it 

had a cyclical structure of ‘praise-bible exposition-lecture-prayer meeting-small group 

meeting’. The contents of the program consisted of self-image formation and ro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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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self-image, and recovery of self-image through confession and repentance. 

The operation method was divided into whole activities and small group activities, and 

consisted of accommodation for 2 nights and 3 days. As a result of the program proposal, 

firstly, they were able to discover their wounded self in the past life, secondly, they were 

able to go to the place of repentance while feeling the God of love and forgiveness, 

thirdly, they presented their problems in front of God and people and proclaimed the 

God who could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and who would recover. It suggested that the 

restoration of the biblical self-image couldn't be achieved in a single event, but should be 

offered as a worship of life along with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Key words : self-image, biblical self-image, self-image recovery program, image of God, 

relationship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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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자아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청년기 이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

  I. 서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 제1장 1조는 인간의 제 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

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한다. 이는 인간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

려야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통하여 삶의 행복과 안녕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

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과 동시에 최고의 목적임을 나타내

고 있는 것이다(강연정, 2007).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최고의 안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시작되고 또한 그 관계가 유지되어 창조 목적대로 살아

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영과 육의 통합체인 인간이 하나님과 전인격

적으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강희천, 1999; 권택조, 1999; 왕미려, 1986).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

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형성을 방해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

게 하는 ‘어그러진 하나님의 상’과 ‘비성경적 자아상’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특히 기독청년들은 어

린 시절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상이 개인의 상을 형성하는 것

과 새롭게 주어지는 취업이나 결혼 등의 사회적 요구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으므로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황동한, 2011). 

청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면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살아내야 하는 시기(김초록, 백은령, 2019)이므로 청년기 

이후의 건강한 자아상 확립은 신앙 성숙과 사회생활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Arnett(2000)은 

청년기 이후를 2차 심리적 독립의 시기로 취업, 결혼 외에도 청소년기 유예되었던 자신이 누구인지

에 대한 정체감 확립과 개인의 상을 재정립하는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앙의 자기

화 과정을 겪는 시기로 유아, 청소년 시절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던 신앙에서 청년기에 사회와 현실

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재조정기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지 않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써 청년기 이후 즉, 성인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민경, 2013; 이민형, 2019; 황동한, 2011).

재조정기를 거쳐 하나님의 상이 좋게 형성된 청년들은 개인의 상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가 

긍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성숙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삶

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있다(황동한, 2011; Rizzuto, 1979; Seamands, 

2005). 반면, 하나님의 상이 나쁘게 형성된 청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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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아상을 지니게 되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가 

낮다고 하였다(김사훈, 2007; 황동한, 2011; Jones, 1991). 이렇듯 하나님의 상이 건강하지 못한 청

년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하나님의 상을 인간의 관계성에서 찾으

며(송정아, 2004),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고 자신의 

내면에 내재화된 하나님의 상은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표출된다(김균진, 1993)고 하였을 때, 하

나님의 상이 건강하지 못한 청년들은 낮은 신앙성숙도를 보이고 이를 토대로 관계하는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황동한, 2011). 이렇듯 어린 시절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들의 양육경험은 하나님의 상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기개념 즉, 자아상

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황동한, 2011). 결국 하나님의 상은 개인의 자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것이다.

자아상이 건강하다는 것은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극복하는 것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하

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회복되기를 추구해야하는 건강한 자아상은 ‘성경적 자아상’

이라 할 수 있다(황동한, 박희숙, 2021). 목회자들의 말씀 선포와 복음 전함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마음 밭이 옥토밭 또는 돌짝밭으로 말씀을 튕겨 내거나 또는 자

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틀로 말씀을 왜곡하여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정태기, 2005). 결국 개인의 자

아상은 신앙생활, 특히 하나님과 이웃(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자아상 즉, 성경적 자아상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기량을 다 발휘하고 잘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

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간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소극적이게 만들며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

여 봉사, 헌신하고자 하여도 항상 되풀이 되듯 자신을 괴롭히는 무엇으로 인하여 신앙의 의미를 잃

어버리거나 지쳐서 무기력하게 만든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

여 기복신앙으로 향하게 하고 말씀에 대한 불신과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며 불순종의 삶을 살

아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까지 한다(강현선, 2009; 김한기, 2000). 황성신

(2014)은 거짓 자아상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에서 거짓 자아상은 내면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만들

어낸 것이며 거짓 자아상 뒤에는 부정적인 자아상과 부적절한 자존감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이

러한 부정적 자아상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잔존할 수 있으며 성경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확

립할 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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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상 회복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강한 자아상 회복을 위한 내적치유 연구(한평

실, 2006), 내적 치유와 그리스도인의 성화 문제(정회현, 2016), 내적치유를 통한 신앙회복과 성장

에 관한 연구(강현선, 2009), 내적치유상담을 통한 영적회복과 사례연구(최상우, 2019) 등이 있으

나 대부분 내적치유라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여 신앙회복을 목표로 연구되었다. 물론 개인의 

쓴뿌리를 치유하면 신앙을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회복 단계까지의 과정이 더 세분

화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들을 대

상으로 자아상 회복 집단상담 효과성 연구(황동한, 박희숙, 202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 

향상 성서교육 프로그램(윤덕규, 2021), 내적치유와 기독교 가치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교재 연구

(전승호, 2020), 말씀 묵상을 통한 내적치유 프로그램 개발(김영근, 2003)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 

외에 연구결과로 발표된 경험은 없으나 일선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프

로그램이 대규모 집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 소그룹을 강조

하는 부분과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참여자들의 마음 열기는 중요한 단계로 은혜, 사랑, 

진리를 바탕으로 공동체(그룹) 안에서의 관계 경험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그룹 집회 형식보다 소그

룹 공동체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 즉 성경적 자아상의 회복을 돕는데 필요할 것

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Crabb(1997)의 이론에 근거하여 청년기 이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소그룹을 통

해 사랑과 격려, 위로를 표현하며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족에 대한 이론을 차용하여 초기 자아상 형

성 과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모습

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성경적 자아상으로의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을 올바

르게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고찰,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기독교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내용과 방법을 조직하여 프로그램(안)을 구성한다.

둘째, 기독교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안)을 적용하고 평가한다.

셋째, 기독교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 최종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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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하나님 상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영적인 영역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

한 현재라는 시간대에서 인간의 육적인 감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도 없고 세속적인 종교에서 나타나

는 보편적인 존재로 볼 수도 없다(Barrs & Macaulay, 1998). 그럼에도 하나님 이미지는 실제로 존

재하고 살아 있으며, 대상관계적 관점에서 개인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김난예, 

2002a)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실제로 본다든지 만진다든지 할 수

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김난예, 2002b).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표상인 하나님 이미지가 있다(조남희, 2010). 긍정적인 하나님 이

미지는 개인의 행복감과 생활만족감의 증대에 기여(황혜리, 김미경, 2004)하며, 심리 및 정신적 상

태나 신앙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강희천, 2000; 이은실, 2000). 

성경에는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며 신실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등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이 직접 경험해

서 형성했다고 하기보다 삶에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경험, 기억, 느낌,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 등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난예, 2002a; Lawrence, 1997; Rizzuto, 1979). 

Clair(1994)는 하나님의 상이 어린 시절의 상(image), 감정 및 기억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식적

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이루어진 상(image)으로 보았다. 이러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은 생애 초기의 부모와 관련되어 일어났던 관계양상과 사건들이 개인의 하나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관계경험과 관계형성 가운데 가졌던 지배적인 감정은 사적인 하나님 이미

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근원적인 구성요소가 된다(유영권, 1996; Rizzuto, 1979). 애정 어린 보살핌

을 주는 부모와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답고, 수용적이며, 용서해주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그에 반해 부정적 경험을 한 사람은 통제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하나님 이미지에 갇혀 

있을 수 있다(Benson & Spilka, 1973). 부모와의 대상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내적인 하나님에 대

한 표상은 또래관계, 이성관계 및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재구성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이에게 객관적인 하나님과 한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 이미지 사이에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권수

영, 2005). 

하나님 이미지의 중요한 심리적 기능은 주요 대상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을 돌보아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여 삶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유지시켜 주는데 있다(Rizzuto, 1979). 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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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 대해 죄책감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과 소외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

로 상상하고 따뜻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심

리학적 연구는 심리학적 환원주의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시켜 주는 일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성숙한 신앙에 관해 이론적인 기

초를 제공한다(황혜리, 류수정, 2006).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는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며 

본래 하나님의 모습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이미지는 개인의 자아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부

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 사랑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렵다. 옛 습성과 쓴 뿌리

로 인하여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신앙적으로 정착하기 힘들게 한

다. 하지만 올바른 하나님 상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각 개인이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탱해 주고 심리적 갈등을 막을 뿐 아니라 긍정적 자아상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전요섭·배은주, 2005; 황동한, 2011).

2. 자아상

(1) 자아상의 이해 

자아상(self-image)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태도, 감

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자아존중(self-respect),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지각(self-

perception), 자아평가(self-evaluation), 자아가치감(self-worth)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어 오고 

있다(김백준, 2002). Rosenberg(1965)는 자아상에 대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

였으며 Branden(1969)은 자기신뢰와 자기존중의 융화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가치와 유능성

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였다. Coopersmith(1967)는 개인이 평소에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뜻

하며, 이것은 자신을 능력 있고 의미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신

학자 Hoekema(1975)는 자아상이라는 말을 자아존중감이라는 심리적인 용어가 가리키는 것과 실

제적으로 유사한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타락 후 인간의 자아상은 변질이 일어나 자신에 대

해 너무 높은 평가를 하거나 자신을 경멸하며 심지어 그 자신을 미워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Hoekema, 1996). 그러므로 자아상이라는 표현 속에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닫게 되

는 자기 가치에 관한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상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

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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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남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Hoekema, 

1996).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불만족과 열등감,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거나 어긋난 대인관

계로 폐쇄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경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삶의 궤도를 바로 잡아 갈 수 있다(황

동한, 201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을 경우,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상은 하나님 상과 연관되

어 있으며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dams(1986)는 성경적 자아상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자아상에

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피조물로서의 자기평가라고 하였으며 Crabb(1997)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

주로 믿고 영접한 후 지속되는 성화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갈 때에 성경적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McDowell(1993)은 성경적 

자아상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듯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 Carlson(1995)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

혜로 구원받은 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적 자아상을 설명하였으며 하

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관점, 그분의 느낌, 그분의 행위에 근거를 둔 자아상이 긍정적이며 성경적이

라고 하였다. 

또한 Carlson(1995)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상과 성경적 자아상은 관점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성경적 자아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성경적 자아상은 겸손하며 굴욕적이지 않

다. 그에 의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자

신의 존재를 인식할지라도 사랑 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자신

을 하나님의 자녀, 즉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겸손이란 다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인

식하고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현재 모습을 알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나누는 경험이다. 자신의 장

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수용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굴욕이란 수치감과 당혹감이다. 이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자신의 모습이 싫다고 느끼게 하는 끔찍한 경험, 즉 

무가치한 느낌을 말한다. 성경은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을 죄로 여기지만 자신을 열등

하고 무능하거나 불안정하게 여기라고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겸손은 굴욕과 다르게 성경적 자

아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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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부인(self-denial)은 자기비하와는 다른 의미이다. 자기부

인은 자신을 무시하며 아무 것도 아닌, 아무 사람도 아닌, 비존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그의 구속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

록 능력을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셋째로, 자격이 없음(unworthy)을 깨

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자격이 없음은 무가치함과는 구별된다. 자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과 자비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 무가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

가 하나님에게 무한한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 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 분은 우리를 구원

하시기 위해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셨던 분이다. 넷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사랑은 분

명히 이기심과 구별된다. 이기심이 상대방을 희생해서 나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태도와 행동이라면 

자기 사랑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필요를 나의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이자 행동이며 나의 필

요와 느낌들이 상대방의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과대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할 수 있

어’는 자기 긍정이지만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는 자기 과대평가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

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능력과 은사가 주어졌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를 과

소평가하거나 활용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유익들을 빼앗는 것이다. 여섯째로, 자

기 가치와 자기 숭배를 구분한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개인의 가치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신 분 때

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지, 나의 나됨과 내가 행하는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

기에 나의 중요성을 과장함으로서 나를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적 자아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죄로 충만했던 과거의 옛 사

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깨닫게 되는 믿음으

로 사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처럼 새로운 자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

도인의 성경적 자아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 속에서 형성되며 그 분 안에서 자

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2) 자아상 형성의 요인

앞에서 성경적 자아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성경적 자아상의 회복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타락 후 인간에게 은혜로 주어진 성경적 자아상은 변질되었으나 하나님의 일반은총 아래 가

정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초기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형성된 초기 자아상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며 이는 신앙생활과도 연결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초기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주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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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체적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

의 신체 및 신체적 능력이 그 사회의 정상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기 쉽다. 인

종의 차이에 관계없이 신체장애아는 신체정상아보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다(Richardson et al., 

1964).

둘째,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의 영향이다. 어린아이는 주위의 중요한 사람을 모방함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을 학습한다. 모방에 의한 학습은 아동 주위의 중요한 사람이 아동의 자아상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중요한 타인에 의한 강화와 시범은 자아존중의 학

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며 자아상이 형성되는 유아기에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와 부모의 역할은 자아상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부모와 만족스러운 정서적 관계를 형성

한 유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완전주의적인 

양육방식과 방치, 거절, 학대 등의 경험은 유아의 무의식 속에 깊이 기억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부정

적 자아상을 갖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박노권, 2002). 쉼터 청소년의 자아상 연구(류은주, 2019)

에서도 가정환경 및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뒷받침하였다. 부모는 

한 개인의 거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타인이며, 어린이는 자기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

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대로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셋째, 또래집단의 영향이다. 또래집단은 자아개

념 발달과 자존감을 위한 중요한 활동무대가 되며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한다(Papalia, 

1995). 자신의 매력, 능력, 인기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의식을 형성해 나

가며 그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또래 집단의 소외는 자아상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 자아상 회복의 방법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의 길에 들어섰지만 단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

복하거나 성경적 자아상으로 탈바꿈되는 것은 아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

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으며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민낯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고(계 3:20)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의 음성을 듣

고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와 역사하신다. 성경적 자아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삶을 기

초로 하여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도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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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1986)가 말한 타락한 인간의 감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 회복을 위해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

도록 예배 중심의 영성훈련과 Crabb(1997)의 성경적 상담이론을 혼합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

적인 방향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분의 구속하심과 용납하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을 느끼고 깨달아 성경적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Hoekema(1996)가 말한 타락으로 인해 변질되어 버린 인간의 자아상이 구속의 과정을 통해 새롭

게 되어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Crabb(1987)이 강조한 사랑, 위로, 격려의 상담 요소를 적

용하였다. Crabb(1997)은 성경을 모든 문제해결의 모체로 하되 성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심리학의 이론들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서와 심리학의 경계선을 해체시키고 두 영역에 조화를 도모했다. 둘째, 교회를 예수 그리스

도의 지체이며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격려를 통한 상담을 강조했다. 셋

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절대적으로 심리학적인 방법에 있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

을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넷째, 상담은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을 넓혀서 일반 평신

도들도 할 수 있다. 다섯째, 부정적 감정들을 성경적 차원의 감정으로 선하게 변화시켜줄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소그룹을 통해 사랑과 격려, 위로를 표현하며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족에 

대한 이론을 차용하여 초기 자아상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기도회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성경적 자아상

(1) 창조의 자아상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창 1:27-

28).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대로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한다(도한호, 1993).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

와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창 3:10)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 세상을 다

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아담과 하와는 주변의 동물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이름을 지어 불

렀으며(창 2:19) 이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신 창조성과 만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심미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였으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을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순히 자연의 소리를 듣고 즐기는데 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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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었다.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인간

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아갈 수 있다. 또한 아담은 하와를 보고 기쁜 마음을 자신의 신체를 비유하여 뼈와 살로 표현(창 

2:23)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

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으며 자신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

이 주신 성경적 자아상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

는 사랑과 순종이 전제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인 자신을 포함하여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담당하는 마음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2) 타락한 자아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죄인이 되고 말았다

(롬 3:23). 죄로 인하여 에덴동산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박탈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

갈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소멸되었으며 두려움이 가득한 죄의식에 사로잡힌 비참한 존재로 전략되

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성경적 자아상을 상실하고 죄로 오염된 자아상에 이끌림을 받는 존재

로 변질되었으며 죄의 통로인 부정적 사고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온갖 욕망을 추종

하는 노예가 되어 온통 파괴와 상처뿐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하나님 대신에 세속적인 욕망과 향

락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들의 내면세계

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들의 인격을 이끌어 주는 성경적 자아상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적 자아상이 상실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창세기 4장 

8-9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로 태어난 가인의 부정적 자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죄

악이 가득한 시기심으로 인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분을 내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

키는 자니이까”라고 거짓 대답을 했다. 하나님의 책망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회피

하고 반항했던 가인은 결국 유리하는 자가 되어(창 4:12)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

게(창 4:16) 되었다. 성경적 자아상의 상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가져오게 하였다. 

또 한 예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

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삼상 16:14). 하나님의 영

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성경적인 자아상이 소멸되고 악신에게 눌림 받아 고통을 당하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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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아상에 빠지고 말았다. 불안감 때문에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사울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

다. 사울도 처음에는 성경적 자아상을 회복한 선한 모습으로 살았으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후의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의 심

령 안에 있었던 성경적 자아상은 모두 사라지고 그는 악신이 요구하는 공격적이고 비인격적인 자아

상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성경적 자아상을 상실한 사울은 과거와는 달리 시기심으로 가득한 파괴

적인 사람으로 그의 성품이 변질되었던 것이다. 

아담 이후 인간은 사울처럼 성경적 자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죄인의 형상을 지닌 채 온갖 죄와 

불안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성경적 자아상은 

파괴되고 죄로 얼룩진 타락한 성품이 표출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부정적인 마음으로 말

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3) 회복의 자아상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파괴된 삶에 생명과 치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하나

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으로 오신 예수 그

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다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다(사 53:5). 온갖 죄로 더렵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

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거듭나게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

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

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형

상이 회복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성경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구원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지는 에덴동산을 마음속에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회복된 자아상이란 신앙을 뿌리로 하

여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성경적이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말한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바울의 신앙고백을 볼 수 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

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

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9-10). 바울은 자기가 그

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것을 깊이 뉘우치며 후회했다. 그러면서 그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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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아상을 주장했는데 이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

이었다(Hoekema, 1996).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과거에는 성경적 자아상은 

존재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간은 성경적 자아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단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신앙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충만할 때 비로소 성경적 자아상

이 표면화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회복되고 계속적으로 성화되어 갈 때 성경적 자아상

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로서의 확신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가치관에 있어서도 놀랄만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과거에는 자기 욕망을 따르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 잡혀 있었으나 성경적 자아상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대인관계도 과거와는 달리 원만해지

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새롭게 된 것과 같이 타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

은 존귀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과 의와 사랑과 선으로 채워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회복된 성경적 자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준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

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 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 등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III. 성경적 자아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기존 실천들을 타당화 하는데 목적(Richey & Klein, 2005)을 

둔 설계·개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설계·개발 연구방법론은 새로운 모형을 개발할 때 먼저 이

론에 근거한 모형의 원형을 개발한 후 이를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투입하여 보고 참여자의 반

응을 통해 모형의 개선점을 발견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적용과 수정, 보완을 반

복하면서 모형을 타당화 하게 된다(임철일, 1998; 정재삼, 1997; 한수민, 임병노, 2016). 이에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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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체적인 연구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Figure 1과 같다.

Figure 1. Biblical self-image recovery program development process

Advance

Research &  

Literature review

Derive program components and design principles through advanced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on self-image, biblical self-image, self-image recovery, and self-

image recovery program

⇩

Demand Survey

•Target: 5 incumbent pastors, 3 members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Method: In-depth interview through an open-ended questionnaire and  

conversation analysis after recording & transcribing 

⇩

Program

Draft Composition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purpose, goal, content, and method of the self-

image recovery program

•Program operation composition by date

•Data development and production

•Experts (5 persons) review: Review adequacy and feasibility of program purpose, 

goals, contents, methods, and operation plan

⇩

Program Draf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Target: 14 Christians

•Period: 3 days 2 nights (Whole group, small group meetings)

•Evaluation: Focus group interview, program satisfaction survey, Testimony

⇩

Final Program 

Development

Program composition for the recovery of biblical self-image, and final development 

of content by date.

(1)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주제 범위

에 따른 조사로 ‘자아상’, ‘성경적 자아상’, ‘부정적 자아상’, ‘자아상 회복’ 등을 키워드로 하여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등에서 2010년 이후에 발표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등

재 후보지 이상의 논문 총 38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내용과 

방법 등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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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demand survey through in-depth interview

section Name Gender Age Career Content 

Pastor

A Male 44
20 

years

“I am in charge of the youth department, and some young 
people tend to interpret and accept the gospel in their own way 
as well as the church life, which is not smooth due to emotional 
and cognitive distortions. These young people need a channel to 
solve their emotional problems.”

B Male 55
35 

years

“No matter how much they say who God is through sermons, 
there are believers who say that they feel that God is a scary and 
terrifying being, or that God does not touch their hearts. I hope 
that such believers can fully feel God’s love and grace without 
distorting God’s reward.”

C Male 43
20 

years

“It is a pity to see the believers worshiping with a religious habit. 
Most people think that they come to church with the gospel 
when they lead a religious life. However, in order for those people 
to know the true gospel, they need to break it down but when 
breaking it down, they would be beaten. I have a lot of trouble 
because I can’t do it because of my faith and conscience to just 
pass it on.”

D Male 51
28 

years

“Young people who have been hurt at home show difficulties in 
their spiritual state or relationships. Young people who are not 
emotionally supplied mainly complain that they do not feel God’s 
love, and their motivation for life is weak. I wish there was a 
program where we could experience God’s love and restore it.”

E Male 60
32 

years

“There are members who live the church life and there are 
members who live by faith. It makes me pitiful to see a church 
member who has been living a religious life for decades, but 
cannot throw away one’s frame and is buried beneath one’s own 
thoughts. I wish they had a chance to see themselves.”

Believers

F Male 45
5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God, but the word of worship does 
not come in unless the situation in real life is well resolved. 
There is no part where I have met God or feel him, but  I do not 
have the desire to meet God eagerly. Whether or not there is 
someone in the church community whom I can share my heart 
with greatly affects my life of faith.”

G Females 49
49 

years

“When I am busy, I cannot focus on prayer and meditation well. 
When feeling stuffy like being blocked and feeling the pressure to 
dedicate more but I couldn’t follow those things, I feel that I do 
not lead a religious life well.” 

H Females 44 16 years

“I habitually meditate, worship, and pray, but it is recognized that 
literally I do it habitually and mechanically. When I can’t feel that 
the relationship with God, will, and heart, I consider whether or 
not I live the religious life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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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조사 

요구조사에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겪는 내면적 어려움, 성도 개인이 가진 자아상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요

구조사의 대상은 기독교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의 연구 목적, 조사 방법과 절차에 동의한 기독교인

으로서, 부산, 경남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5명과 성도 3명이다. 대상자 선

정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부탁하거나, 관련 선교단체를 통해 연구 목적과 참여 방

법을 전달받고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요구조사를 위한 

심층면담은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산, 경남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를 방문하여 비구조

화 된 질문 형식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을 녹취 및 전사하여 대화분석을 통해 프

로그램의 설계 원리 및 방향을 설정하는데 반영하였다.

(3) 프로그램 시안 구성

선행연구와 문헌고찰,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운영안을 선정, 조직하여 시안을 구성하였다.

① 목적 및 목표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도들이 성경적 자아상으로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상

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

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란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

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감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로까지 확장

된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에

서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를 하나님

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기독교 영성의 요소인 

초월자와의 관계, 초월의 경험, 초월의 현장화(권택조, 1999; 오성춘, 1989; Hoekema, 1996; Holt, 

1980; Nouwen, 2001)를 자아상 회복의 특징인 ‘관계성’으로 재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목

표는 다음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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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oals and sub-goals of the biblical self-image restoration program (draft)

Goal Sub-Goal

Relationship recovery with God

• You can know the love of God.

• We can properly establish the image of God.

• You can have an identity as a child of God.

Relationship recovery with oneself
• You can discover your distorted self-image.

• You can value yourself with a biblical self-image.

Relationship recovery with 

neighborhood

• I can forgive my neighbor (family) who made it hard for me.

• We can build healthy relationships with our neighbors in Christ.

② 설계 원리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요구조사를 통해 자아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원리로 ‘사랑’, ‘은혜’, 

‘진리’를 도출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 진리를 체험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

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하기 위해 ‘사랑’은 그리스도의 무

조건적인 수용으로, ‘은혜’는 하나님의 베풀어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진리’는 항상 참이며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규정하고 이 3가지 요소가 복합적 및 순환·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형태와 연관하여 ‘사랑’은 하

나님이 만드신 가정, 십자가 사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은혜’는 찬양과 경배, 기도회를 통해, ‘진

리’는 말씀과 강의, 나눔 등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의 핵심은 성도들이 하나

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므로 찬양과 말씀 속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였다. 강의의 시작은 

찬양과 경배로, 끝은 자기성찰과 내면화를 통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으로 ‘찬양-성경강해-강의-

기도회-소그룹모임’이 반복되는 구조로 전체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셋째, 참여자의 감성, 지성, 영

성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도록 감성열기를 위한 아이스브레이크, 나눔과 수용의 소그룹 모임, 그

룹별 식사 시간 등을 설정하여 친목과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계원리

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은 ‘감성을 통한 마음 문 열기, 지성으로 자신의 자아상 알아

가기,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모습 보기, 감사와 회개, 새 삶의 다짐’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③ 내용 구성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의 내용 흐름은 자아상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하여 성경적으로 건

강한 삶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담았다. ‘자아상의 이해’에서는 자아상의 개념과 자아상의 형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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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며, ‘자아상의 형성과 역할’에서는 자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된 자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자아상의 회복’에서는 왜곡된 자아상으로 인한 상처와 

죄, 고백과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자아상 회복을 다루며, ‘건강한 삶’에서는 하나

님 나라와 변화된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주제와 내용의 조직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Lecture contents of the self-image recovery program (draft)

Subject Sub subject Details

Understanding of 

self-image
What is self-image

• Meaning of self-image

• Distorted self-image

• Biblical self-image

Formation and role 

of self-image

biblical household
• Household created by God

• Principles of Biblical household

The Function of the Biblical 

household

• Functional household

• Dysfunctional household

Family system and self-image 

formation

• Understanding the family system

• Self-image formation through the family system

Child rearing & God’s image
• Parent type

• Parent’s parenting style and relationship with God

Recovery of self-

image

The place where God left
• Broken emotions and roots of sin

• Corrupted life

Confession and Repentance
• Countermeasures against sin - Jesus Christ

• Confession of sin and repentance

Self-image restoration through 

the cross

• Crucifixion

• My self changed at the cross

Self-image restoration through 

forgiveness

• Meaning of forgiveness

• Method for forgiveness

• Inner change through forgiveness

Healthy Life Changed life, new life
• Gospel power

• Life Direction - Kingdom of God

④ 운영 방법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은 2박 3일 합숙의 형태로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장소는 도심 외곽 지역의 전원적 분위기의 수련시설을 섭

외하여 참여자의 심신을 여유로운 상태로 만들고자 하였다. 물리적 환경의 수용적 분위기를 통한 

다감각적 경험은 몸과 마음의 유기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영적 존재와 영성적 삶을 구체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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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므로(양금희, 2013) 참여자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방법은 Palmer(1993)가 CTT 프로그램에서 제안한 대그룹, 소그룹의 형태

를 참고하여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프로그램과 강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소그룹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소그룹은 강의와 기도회를 통해 깨닫고 느낀 것들을 바

로 나누고 공동체 수용을 통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매 강의 종료 후에 배치하였으며 이는 소그룹 

나눔에 대한 성도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소그룹별 인원은 4~5명으로 9~10개의 그룹

을 운영하여, 최대 50명으로 구성한다. 세부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Detailed operation method of the biblical self-image restoration program (draft) 

Section Operation Method Utilization Medium

Whole Group
Praise, worship, bible exposition, lecture,

 discussion, prayer meeting, workshop

Musical instruments, PPT, video, 

material book

Small Group Sharing(consolation, encouragement), Q&A Textbook, thread, pencil

⑤ 일자별 시안 구성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은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찬양-성경강해-강의-기도회-소그룹모임’

이 마디별로 반복되며 3일간의 여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순서를 안배하였다. 첫

째 날은 점심식사 후 2시부터 시작하여 직장인들이나 장거리에서 오는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작 전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크를 통해 참석자들의 마음 문을 열도록 하였다. 둘째 날에

는 십자가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사랑을 체험하며 셋째 날에는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랑을 

적극적 용서와 삶의 방향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자세한 진행방법과 소요시간은 다음 Table 5와 

같다. 

⑥ 전문가 검토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 시안에 대하여 내용과 구성의 적절성, 실행 가능성을 검증받기 위

해 기독교인이며 해당 부문 전문가인 5인(목사 4인, 프로그램 전문가 1인)의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시안 참가 인원의 설정, 소그룹 모임에서의 조장의 역할, 예배의 적절성, 십자가 

강의에 대한 영상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이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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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posal composition by date of the self-image recovery program (draft) 

Date Time Subject Content Type Activity POC

Day

1

14:00~15:00

Understanding 

of self-image 

Opening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15:00~16:50 What is self-image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17:00~17:40 Small group meeting①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17:40~19:00 Dinner Small Fellowship

19:00~20:00

Formation 

and role of 

self-image①

Praise and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20:00~21:30 Biblical Household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21:30~23:00 The Function of the 
Biblical Household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23:00~23:40 Small group meeting②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Day

2

07:30~08:50

Formation 

and 

role of 

self-image②

Breakfast Whole Fellowship

09:00~10:00 Praise and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10:00~11:40 Family system and
self-image formation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 

Drawing the family system Lecturer

11:40~12:20 Small group meeting③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12:20~13:50 Lunch Small Fellowship

13:50~15:30 Child rearing & God’s 
image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15:40~17:30 The place where God left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17:30~18:10 Small group meeting④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18:10~19:30 Dinner Small Fellowship

19:30~20:00

Recovery of 

self-image①

Praise and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20:00~21:30 Confession and 
Repentance Whole Praise, Prayer meeting Lecturer

21:30~23:00 Self-image restoration 
through the cross Whole Lecture, Watching video, 

Prayer Meeting Lecturer

23:00~23:40 Small group meeting⑤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Day

3

07:30~08:50

Recovery of 

self-image②

Breakfast Whole Fellowship

09:00~10:00 Praise and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10:00~12:00 Self-image recovery 
through forgiveness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12:00~13:00 Lunch Small Fellowship

13:00~13:40 Small group meeting⑥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13:40~15:00
Healthy Life

Changed life, New life Whole Lecture, testimony 
writing and presentation Lecturer

15:00~15:30 Closing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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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시안 실행 및 평가

(1) 연구 참여자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은 자아상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 자아

상 회복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동의하는 청년기 이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2박 3일에 과정에 온

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교회와 선교단체 등에 연구 목적과 내용, 참

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안내문을 배포하여 참여자 모집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였다. 목회자의 제의, 

성도의 자발적 지원과 이미 지원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추천하는 눈덩이 표집(Seidman, 2002) 

등을 통해 14명의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2) 프로그램 시안 실행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 시안 실행은 전체와 소그룹으로 구분하여, 2019년 12월 5(목)일부

터 12월 7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양산시 원동면 M연수원에서 14명의 기독교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내용 예시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 Example of the progress of the biblical self-image restoration program (draft) (Day 1)

Goal Restoration for the relationship with yourself

Sub Goal They know the concept of self-image and are able to check your self-image.

Subject Understanding of self-image

Contents

Opening

worship (60 

mins)

• Praise: ‘Jacob’s Blessing’, ‘The Love of the Cross’, etc.

• Sermon, Prayer: Preachment of the Sermon for self-image restoration 

under the theme of ‘The abundant life that the Lord gives’

Lecture

(110 mins)

• Bible exposition: Galatians 2:20

• Meaning of self-image

 - Definition of self-image, types of self-image

• Distorted self-image

 - The impact of self-image on life

 - Self-image and relationship with God

• Biblical self-image

 - Existence of ‘I’ proclaimed in the Bible

Small group

(60 mins)

• Small group activity guide

• Announcement of small group roster

• Move to meeting place by small group

Medium
• Worship : PPT, musical instruments(synthesizer, guitar)

• Lecture : PPT, lectur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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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Sharing what I learned, realized, and felt through small group meetings

Environment

• Entrance: banner (‘Welcome to the self-image recovery program.’)

• Place Welcoming greetings and facility guides, and assign name tags

• Snacks: tea, coffee, sweets, etc. /background music(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 Create a warm and receptive atmosphere where people can experience hospitality

(3) 자료수집 및 분석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안)을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과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에 관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시안의 적용 과정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 과정을 촬영 또는 녹음하였으며, 진행 PPT, 강의 자료집 등을 수집하였다. 프로그램이 끝

난 후에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간증문 작성, 소그룹 집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면담은 60

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는 이용숙과 김영천(1998)의 전사, 영역분석, 자료범주화, 의미해석의 절

차에 따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정리하였다. 프로그램 만족

도 조사는 5점 척도 문항으로 항목별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별로 구분

하여 전사하고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증문과 집단면담 전사본은 Seidman(2002)의 제안에 따

라 전사본을 읽으며 관심 있는 부분에 범주명을 부여하고 관련성을 찾아 분류 체계를 만들어 분석

하고 해석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심층면담 시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녹

음파일과 전사 자료 등 수집한 자료들은 학문에 바탕을 두고 사용될 것을 알렸다. 모든 자료는 익명

으로 처리하며, 연구가 마친 뒤 영구 폐기 될 것을 덧붙여 설명하였다. 프로그램 시안 실행과 관련

해서도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동의를 얻어 간증문 및 집단면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소그룹 모임 중에 나눈 내용에 대해서는 조장 및 부조장의 윤리서약서를 받았으며 참여자

에 대해서는 상담 동의서를 받아 참여자의 개인적인 부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

의 의사에 따라 중도 철회 할 수 있고 동의서를 수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5)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본 연구는 개발연구로써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구성원 검토의 방

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삼각검증법이란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단일 연구, 단일 자료, 단일 연

구자로 인해 생기는 질적 연구의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 다양한 원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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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둘 이상의 연구진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이용숙·김영천, 1998).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에

서 기존 성경적 자아상 관련 논문,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 하나님 이미지와 관련된 자료 뿐만 아니

라 사례와 관련된 동영상, 사진, 홈페이지, 심층면담을 통한 요구조사 등 다양한 자원의 출처를 사용

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전문가 검토 후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연구자가 정리한 인터뷰 결과

를 메일로 발송하여 연구자의 질적 분석 및 해석에 대한 관점과 조언, 평가를 구하는 구성원 검토를 

통해 연구자 개인이 가지는 오류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였다.

(6) 프로그램 시안 실행 결과

성경적 자아상 회복프로그램(안) 참여 전, 후 인식 비교에서는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 

높아졌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교회,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나타났다. 프로그램 만족도조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4.7점(5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에 사용된 교재와 장소 및 시설, 소그룹 모임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적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의 개방형 문항과 간증문, 소그룹 집단면

담의 내용을 통해서도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소외되고 불안했던 마음과 억누르고 지내왔던 원망과 분

노, 왜곡된 자신의 역할. 영적인 고아와 같은 모습, 직장의 동료와 친구로부터 왕따 당한 경험 등 자

신이 미처 잊고 있었던 과거의 사건과 경험들을 떠올렸으며 그 속에서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계모임, 학원, 학교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따돌림을 주동하던 아이가 있었다. 부모님끼리 아직까지도 친하고 그때도 그래서 늘 붙어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걸 고 2때 다른 아이를 통해 듣게 됐었다. 본인의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는지 최

근에 다른 친구를 통해 보자는 연락이 왔었는데 그냥 무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나님은 내 돌

무더기 밭 깊숙이 10년 동안 묻어뒀던 짱돌 같은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고, 내 인생에서 이 사건이 너무

나도 많은 내적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참여자 C, 간증문)

혼란스럽고 인정하기 싫은 나의 외적 내적 상태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외면하고 있었던 내 가계도에서 

나오는 나, 내 가족들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왔는지 잘 몰랐고 반은 외면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보

였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형제들 간의 나는 어디에 맘을 둬야할지 모르는 심리적, 영적 고아였다. (참여자 

A, 간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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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던 기억의 조각들을 통해,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다가서기 

먼 존재로 인식하듯 하나님께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

로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할지 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 없이 볼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

라는 뜻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참여자 F, 집단면담)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을 누르고 있었고 그 안에 원망은 숨겨둔 채 그저 괜찮은 엄마였고 나도 괜찮은 엄

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끝이 없었고 그래도 함께 살았다면 지금 내 아이들과 

이렇게 힘겨워 해가며 살진 않았겠지... 사람들과 있을 때도 종종 숨어버리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

나님은 나를 왜 그런 상황에 내버려뒀는지 원망과 함께 내 안의 하나님 상이 왜곡되었고 늘 거짓으로 하

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했던 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I, 집단면담)

둘째, 십자가 강의와 기도회를 통해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 상처 나고 응어리진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본능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나는 참 헛된 것을 우상삼아 살아왔고 내 내면 깊은 곳의 죄성이 시키는 

대로 세상을 쫓으며 살아오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았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곁에서 안타깝게 함께 

하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 모든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것이다. (참여자 K, 

간증문)

십자가 영상을 통해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던 그러나 실패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기

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참여자 J, 간증문)

십자가 앞에서 내 불안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가운데 초청했습니다. 나에게 드러났던 문제들 보다 영

적 고아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무지와 불신, 내 고집을 회개했습니다. 

(참여자 A, 집단면담)

십자가 영상을 보고 기도회를 하는데 가슴속에 무언가 묵직한 돌덩이 같은 것을 토해내는 느낌이 들었

고 끊임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느꼈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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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참여자 B, 집단면담)

셋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내어놓고 소통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였

으며,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지속적으로 회복해 가실 하나님을 선포하였다. 

지금까지 느끼고 알게 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고 여겨진다. 그

래서 자아상이 끝난 이후에도 실제 나의 삶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

려 한다. (참여자 E, 간증문)

내가 살아온 방법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온 세속적 방법과 동일함을 인정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내 삶의 모습에 성령님 초청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

하며 내 삶에 초청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참여자 C, 간증문)

강의를 들으며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

았는데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내 생각과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다른 사람들

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며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서 신기했고 소그룹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참여자 F, 간증문) 

이 사라지지 않고 찝찝함이 남아 있는 감정이 당연한 거라고 한 번에 뻥하고 풀리지도 해결되지 않는다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볼 작정입니다!! 언젠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기도

를 할 수 있겠죠?? (참여자 N, 집단면담)

하나님이 얘기하자고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생각안하는 양철대가리처럼 습관적, 

행동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화나면 화난다는 감정적 소통을 하나님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도 이렇게 흘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물어보려고 합니

다. (참여자 I, 집단면담)

아직까진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지만, 인정하고 인식하게 

해주신 만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자 M, 집단면담)

이 사건에 대해 속 시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깊숙이 묻어뒀던 문제가 드러났고 이 사건 가운데서 충분

히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해 나갈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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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사건에 매여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

복해 놓으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가겠습니다. (참여자 H, 집단면담)  

3.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 최종(안)

프로그램 시안을 실행한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을 

최종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을 2박 3일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자 첫째 날, 둘째 날 프로그램 마감시

간을 자정12시로 설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참여자의 피로도가 과하여 다음날 오전 프로그램에 집

중력이 떨어지는 등 일정에 영향을 미쳐 마감시간을 23시로 변경하였다. 소그룹 나눔 시간이 짧았

다는 의견이 많아 기존 40분에서 50분으로 변경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 또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는데 둘째 날 자아상의 회복에서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하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고백과 회개’는 십자가 강의 뒤로 재배

치하였다.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의 최종(안)은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7 Biblical self-image restoration program final (Plan)

Subject
Through the restoration of the biblical self-image, the image of God is properly established, 
and the relationship with God is restored to lead a healthy life.

Gogal

1. relationship recovery with God
• You can know the love of God.
• We can properly establish the image of God.
• You can have an identity as a child of God.

2. relationship recovery with
    oneself

• You can discover your distorted self-image.
• You can value yourself with a biblical self-image.

3. relationship recovery with
    neighborhood

• I can forgive my neighbor (family) who made it hard for 
me.
• We can build healthy relationships with our neighbors 
     in Christ.

Target
Christians after adolescence, 36-50 participants (9-10 groups, each group consists of 4-5 
people)

Period 2 nights 3 days

Lecturer

(Common) People having the confession of faith. Those who have practical experience of living 
life with a Christian worldview
- MC(Master of Ceremonies): Pastor, people with experience in the self-image recovery 
program, Christian program operation expert
- Lecturer: Pastor,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ist, professional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on the subject
- Small group (deputy) leader: Those who have experienced self-image recovery program, and 
those who have completed 3 years of training for assistant administrator  at the miss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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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ime Subject Content Type Activity POC

Day

1

14:00~15:00

Understanding 

of self-image 

Opening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15:00~16:30 What is self-image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16:30~17:30 Small group meeting①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17:30~18:30 Dinner Small Fellowship

18:30~19:00

Formation 

and role of 

self-image①

Praise and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19:00~20:30 Biblical Household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20:30~22:00 The Function of the 
Biblical Household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22:00~23:00 Small group meeting②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Day

2

07:30~08:30

Formation 

and role of 

self-image②

Breakfast Whole Fellowship

08:30~09:30 Praise and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09:30~11:00 Family system and
self-image formation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 Drawing the family 

system
Lecturer

11:00~12:00 Small group meeting③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12:00~13:00 Lunch Small Fellowship

13:00~14:30 Child rearing & God’s 
image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14:30~16:30 The place where God left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16:30~17:30 Small group meeting④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17:30~18:30 Dinner Small Fellowship

18:30~19:00

Recovery of 

self-image①

Praise and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19:00~20:30 Self-image restoration 
through the cross Whole Praise, Prayer meeting Lecturer

20:30~22:00 Confession and 
Repentance Whole Lecture, Watching 

video, Prayer Meeting Lecturer

22:00~23:00 Small group meeting⑤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Day

3

07:30~08:30

Recovery of 

self-image②

Breakfast Whole Fellowship

08:30~09:30 Praise and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09:30~11:30
Self-image recovery 
through forgiveness

Whole Lecture and Discussion Lecturer

11:30~12:30 Lunch Small Fellowship

12:30~13:30 Small group meeting⑥ Small Sharing, Q&A Group Leader

13:30~14:30
Healthy Life

Changed life,
New life

Whole
Lecture, testimony 

writing and 
presentation

Lecturer

14:30~15:00 Closing Worship Whole Praise, Sermon, Pray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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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년기 이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성경적 자아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과 현직 목회자 및 성도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을 통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들을 토대로 프로그램 시안을 도출하였다. 프로그램 시안

을 기독교 성도 14명에게 적용 및 평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과정과 진행 후의 수정, 보완 사항

들을 반영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최종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경적 자아상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상을 올바르

게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

듯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McDowell, 1993)하며 하나님의 관점

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때 성경적 자아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마음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상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지속적으로 성경적 자아상을 회복해 간다. 이러한 성경적 자아상의 회

복은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 자신과

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며 이를 프로그램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목적은 기독교 영성프로그램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합일이라고 한 연구들(권택조, 1999; 

Willard, 1988)과 일치하며, 모든 훈련의 목적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함(Foster, 1978)이라는 의

미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한 연구(강희

천, 1999; 권택조, 1999; 오성춘, 1989)와 기독교 영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정의

한 연구(McGrath, 1999)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

하고 그 분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 삶으로 살아내는 그

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은 자아상 회복을 통해 성도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성도가 주님께 부름 받은 새로

운 피조물(고후 5:17)로써 나의 죄가 바다 깊숙이 던져 버려졌음을 받아들일 때 성경적 자아상은 출

발하기 때문이다(Hoekema, 1975).

둘째,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아상 회복을 위한 과정을 담은 것으로, 선행연구와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프로그램(안) 적용과 평가를 통해 적절성을 확인, 보완하였다. ‘자아상의 이

해’에서는 자아상의 개념과 자아상의 형태들을 살펴보고, ‘자아상의 형성과 역할’에서는 자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된 자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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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회복’에서는 왜곡된 자아상으로 인한 상처와 죄, 고백과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

한 자아상 회복을 다루며, ‘건강한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변화된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방법은 크게 전체와 소그룹모임으로 구분하였고, 전체는 대그룹 형태의 찬양과 

성경강해 및 강의, 소그룹 형태의 나눔, 질의응답으로 구성하였다. 소그룹 모임은 예배와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나누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통해 위로와 격려, 사랑을 느끼고 

이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홈베이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은 Crabb(1997)의 성

경적 상담이론과 류삼준(2016)의 기독교 영성 프로그램의 원리를 반영하여 기존의 영성 프로그램

이 대그룹 형태의 말씀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완한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은 2박 3일 

합숙의 형태로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심 외곽 지역의 전

원적 분위기의 수련시설을 섭외하여 참여자의 심신을 여유로운 상태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프로

그램 시안의 실행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물리적 환경의 수용

적 분위기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시안의 시행 결과는 첫째, 지나온 삶 속에서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

며 둘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느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셋째, 하나님과 사람 앞

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으며 회복해 가실 하나님을 선포하였다. 성경

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의 내면이 비춰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인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단회성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프

로그램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분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상처 준 타인을 

용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도록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

과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이끄심과 간섭하심이 깨달아지기는 하나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

기는 힘들다고 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벗은 듯 후련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용서를 결단하고 새 삶

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등 참여자의 변화의 정도는 각자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프로그

램에 참여함으로써 성경적 자아상으로의 발걸음은 내디뎠으나 단회의 프로그램 참여로 성경적 자

아상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과 함께 삶이 예배로 드려질 때 성경

적 자아상이 형성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2박 3일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대그룹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 시간까지도 포함하는 것

으로써 자아상 회복이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프로그램 시안의 실행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개인에 따른 변화와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

에 단계별 심화과정을 추가하거나 분기별로 반복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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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프로그램은 말씀과 강의로 깨달은 것들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나눔으로써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소그룹 모임은 참가자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고 참여자들은 그곳에서

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소그룹을 운영하는 조장 및 부조장의 영성에 

따라 참여자가 느끼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어 소그룹 리더에 대한 훈련이 매뉴얼화 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해 심층면담을 통한 요구조사를 목회자 및 성도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특성 상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상태나 목회자의 주관적 관점이 반영되기에 설문지 조사

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수의 인원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향후 프로그램 수정·

보완 시 심층면담과 함께 원격 면담을 활용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분석 및 목회자와 성도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시안을 구성하고 적용 및 평가,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최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이 성경적 자아상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청년기 이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장년기와 노년기의 기독교인을 포함하고 있다. ‘자아상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세대를 넘어 

일반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지만 향후에는 대상을 세대별로 세분화하여 역동적이고 

활발한 참여가 가능한 청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원들의 스토리가 

담긴 역할극이나 성경 속의 참된 자아상을 찾은 인물 각본 만들기 등 청년 세대의 특성에 맞는 공감

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중 가정의 체계와 부모 양육 등 심리학적 이론을 가져와서 자아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는 성경에서 성소의 금촛대를 아몬드가 아닌 우리가 잘 아는 살구

꽃 형상으로 비유한 것과 같이 우리의 부정적 자아상의 핵심에 있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 심리학적 

이론을 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 지식의 활용은 죄의 근본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나 죄 된 모습의 

일부를 가정을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독교 성도들의 성경적 자아상 회복에 대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한 성도들이 실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

고 그 복음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자 하는 열망이 있고 문제를 해결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

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였으며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왜곡된 자아상이 하나

님의 상까지 왜곡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지,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실제적으

로 운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며 그 바람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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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하나님이 소설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비현실적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온전한 눈길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

어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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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기 이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성경적 자아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형성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과 부산, 경남 지역 

목회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설계원리

를 도출하여 프로그램 시안을 개발하였으며 부산시 기독교 성도 14명에게 적용한 후, 참여자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성경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은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자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의 설계원리는 ‘사랑, 은혜, 진리’로 설정하였으며, ‘찬양-성경강해-강의-기도회-소그룹모임’의 순환반복

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아상의 이해에서 자아상의 형성과 역할, 고백과 회개를 

통한 자아상의 회복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 방법은 전체 활동과 소그룹 활동으로 나뉘며 2박 3일간의 

숙박형태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시안의 결과는, 첫째, 지나온 삶 속에서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둘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느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셋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으며 회복해 가실 하나님을 선포하였다. 성

경적 자아상 회복은 단회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성화의 과정과 함께 삶의 예배로 드려져

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자아상, 성경적 자아상, 자아상 회복 프로그램, 하나님 상, 관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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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the COVID-19 untact era, as contactless demand and the importance of the digital 

space increase, interest in the metaverse is increasing at the individual, social, corporate 

and national level, but Christian academic research on this is lacking. In this study, 

strategic factors to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a Christian worldview from 

the standpoint of a biblical company that provides services using metaverse technology 

were derived using a Delphi analysis method targeting 15 academic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experts. The first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hrough an open FGI (Focus 

Grouping Interview) through four metaverse classifications by the technology research 

group ASF: Virtual worlds, Augmented Reality, Life-Logging, and Mirror Worlds, strength 

and opportunity factors, weaknesses and risk factors, and important consideration factors 

of each technical classification were collected, and the 2nd questionnaire collected the 

importance of factors derived from the 1st questionnaire from experts. Thus, an agreed 

conclusion was drawn. This study presents Christian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understanding the metaverse from the perspective of a Christian worldview and 

deriving a biblical guide for companies that provide metaverse services.

Key words :  Metaverse, Biblical Enterprise, Augmented Reality, Life Logging, Virtual 

World, Mirror World, Delphi

메타버스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기업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요인 분석* 

The Metaverse and the Christian Worldview: The Metaverse of Biblical 
Enterprises Strategic Factor Analysis For Service Development

김 태 진 (Tae-Jin Kim)
**

 

권 오 병 (Oh-byung Kwon)
***

강 주 영 (Ju-Young Kang)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138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4호

김 태 진 • 권 오 병 • 강 주 영

I. 서론
 

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대면환경에서 이루어졌던 회사업무, 학교수업, 지인과의 만

남, 공연 및 영화관람, 교회 예배와 모임 등의 일상생활이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세계, 디지털 휴

먼 등의 첨단 기술을 통해서 메타버스(Metaverse) 공간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메타버스는 2003년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라는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교

류하는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발전과 COVID-19 팬데

믹으로 인해 오프라인과 유사한 경험을 온라인에서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실과 가

상세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우리

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이병권, 2021). 

배종석 외 (2010)에 의하면 기업이란 인간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 중 하나이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역할과 기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증가하

고 있으며 오늘날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기도 하다. 

XR 기술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플랫폼의 형태로 ICT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을 하고 있으며(Nam, 2021) 유투브를 보유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등 세계 시가총액의 1~8위의 기업 중 절반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로서 

메타버스는 MZ세대의 놀이터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될 정도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김상균, 2020).

따라서 오늘날 개인과 교회, 사회와 기업 경영 및 국가적 차원까지 매우 큰 관심과 영향력을 끼치

고 있는 메타버스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특히 이와 같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비

즈니스에 활용하는 기업들을 위한 성경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독경영과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선행연구들과(Chewning, 1995, 2010; 

Grounds, 1989; 김홍섭 · 김정진, 2014; 배종석 외, 2010; 정충영, 2007)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대한 (김형락, 2021; 박진우, 2020; 안덕원, 2020; 안선희, 2020; 정근하, 2012) 선

행연구들은 있었지만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위한 성경적인 전략 요인과 지침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성경적 기업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 요인들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ASF의 메타버스 분류 기준에 따라 메타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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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활용사례들을 살펴보고 

메타버스 기술 서비스 및 경영분야에서 근무 해 오신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의 크리스챤 전문가 

15분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략적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1차 설

문은 개방형 FGI(Focus Grouping Interview)를 통해서 메타버스 4대 요소가 각각 갖는 강점 및 기

회 요인, 약점 및 위기 요인 그리고 중요 고려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였고 2차 설문

은 1차 설문을 바탕으로 도출된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를 전문가들로부터 수집하여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여 비즈니

스에 활용하는 기업들을 위해 풍부한 성경적 가이드를 도출함으로써 기독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연구

1. 메타버스의 4대 요소 및 사례

메타버스는(Metaverse)는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

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서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Universe)’의 합성어이다(이병권, 2021). 기존 연구에서는 정의된 메타버스의 개념은 ‘실생활과 똑

같이 사회적,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현실 공간 (류철균·안진경, 2007)’ 또는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세계’ (손강민 외, 2006)로 명시되

어 있다. 

2000년대 초반 3D 지도인 ‘구글 어스(Google Earth)’, 3D 가상세계인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등이 등장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미래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

한 논의가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2006년 5월 미국미래학협회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주관 메타버스 로드맵 서밋(Metaverse Roadmap Submit)이 개최되었고, 메타버스

의 개념과 전망에 대한 ‘메타버스 로드맵(Metaverse Roadmap; MVR)’ 보고서가 2007년에 발표되

었다. 

ASF의 메타버스 로드맵 보고서에서는 ‘3차원 가상공간’이라는 메타버스의 기존개념에 ‘현실’을 

더함으로써 그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을 시켰으며 메타버스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중

심축인 ‘구현 공간’ 축과 ‘정보 형태’ 축에 따라 4가지 형태(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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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구분하였다(Nam, 2021).

ASF는 이러한 4가지 유형들이 서로 융복합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메타버스를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화된 가상공간’의 융합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기존 3D 가상세계에 ‘현실’을 더하여 범위를 확장시키고, 가상과 현실간의 적극

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서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하고 새로운 산업,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으로 볼 수 있다(한상열, 2021).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중 첫 번째 형태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실세계 영상위에 

가상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혼합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키고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이다. AR은 게임, 오락 등 문화 영역에 치중되어왔지만 최근은 일상생활과 밀접

하게 관련된 건축, 인테리어, 쇼핑, 산업 및 노동, 제조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반도체 기업 

Global Foundry는 표준화된 작업 지침을 AR로 구현하였고, 자동차 기업 토요타나 볼보는 차량디

자인과 시제품, 안전 기술 평가등 자동차 개발 전반에 AR기술을 활용하였다. 의료분야에서 AR어그

메딕스의 Xvision은 AR로 구현된 환자의 척추구조를 수술 부위와 겹쳐서 정확한 수술 위치파악 및 

시술을 지원하고, 센티AR의 CommandEP는 MR로 심장수술에서 필요한 환자의 해부학 정보를 시

각화하여 제공하는 등 의료분야에서도 AR이 수술과 의료훈련,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Nam, 2021). 

두 번째, 라이프로깅(Lifelogging)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저장하고 묘사

하는 기술이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SNS 기록하는 일에서부터 최근에는 IoT와 결합된 Wearable 

Device에 의해 개인의 Health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나이키플러스 러닝은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러너의 위치와 속도, 뛴 거

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글 글라스(Google Glass)에는 라이프 로깅 카메라 기능을 탑재

되어 일상생활속의 사진과 영상들을 남길 수 있다. 

세 번째, 거울세계(Mirror worlds)는 외부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현실을 모방한 가상공간을 의미

한다. 구글의 3차원 영상지도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위성이미지, 지도, 지형 및 3D 건물정보

에 구글 어스의 검색기능을 적용하여 전 세계 지역정보를 사용자의 눈앞에 3D형태로 제공한다. 거

울세계는 최근 음식배달 앱과 같은 O2O서비스에서 현실세계의 음식점을 디지털로 구현한 미러월

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저장하고 분석하는 일에 거

울세계를 활용하고 있다. 숙박업계에서 에어비앤비는 개인들이 거주하는 가정집을 거울세계인 메

타버스에 복제하여 거대한 디지털 호텔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네 번째, 가상세계(Virtual worlds)는 현실의 환경과 유사하게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된 가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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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가상세계는 ‘리니지’ 같은 온라인 게임부터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생활형 가상세계에

까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엔터테인먼트의 영

역에서 시작된 가상세계 기술은 COVID-19 으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공연, 행

사, 여행, 소셜, 여행 서비스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는 온라인 게임 포

트라이트 안에서 신곡을 실제 콘서트 현장처럼 발표했고, 2021년 9월 제페토에서 열린 그룹 블랙핑

크의 팬 사인회에서는 5,000만명 이상이 몰렸다(이병권, 2021). 

ASF는 살펴본 4가지 메타버스의 유형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구분되기보다 융복합 형태로 발전할 

것을 전망하면서 메타버스는 ‘물리적으로 영구화된 가상공간(Physically persistent virtual space)’

과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Vritually-enhanced physical reality)’로 정의하였다(한상열, 

2021). ASF의 전망에서와 같이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가상세계가 유형간 경

계없이 융복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으며 플랫폼의 형태로 상용화가 되

고 있다. 

3D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Zepeto)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한 라이프로깅 서비

스를 제공하며 영국 호핀(Hopin)의 가상세계 기반 서비스는 회의 참가자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한 라

이프로깅 분석이 가능하다. 가상현실(VR) 헤드셋으로 활용되는 오큘러스는 오큘러스 VR 게임이라

는 융복합 형태로 발전되며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업무환경에 있어서 워크룸은 VR 헤

드셋을 착용하고 메타버스 회의실에 아바타를 통해 입장하여 팀원간 회의나 협업 등 업무를 할수 

있는 융복합 형태의 플랫폼이다.   

다양한 일상, 문화, 교육, 업무 등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실현이 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내에

서 상점을 오픈하고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 비즈니스 생태계가 가능한 형태로 확

장되고 있다. 또한 인간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극사실적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는 3D 가상인간

인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이 가상 인플루언서, 브랜드 홍보, 유통 등에 활용되고(Silva and 

Bonetti, 2021; 이동아 외, 2021),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사업자와 제휴협력의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가상-현실 간 융

합을 촉진하는 XR(eXtended Reality)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메타버스 4가지 형태의 융복합과 상

호작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OVID-19 환경에서는 교회에서 역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예배와 교육, 공동체 모임, 선교 

등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형락, 2021). 메타버스 기술을 활

용한 온라인 교회는 COVID-19 이전부터 영미권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교회로서 2004년 

영국 성공회가 세운 I-Church,  2006년 3D기술을 기반으로 세워진 St.Pixels 그리고 2009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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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된 Church Online at LifeChurch.tv가 있다(김승환, 2020).  한국미디어선교회는 실감형

콘텐츠 연구소를 조직하고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를 위한 VR 가상공간을 개발하였다. 가상공간은  

모바일, PC, VR 기기로 접속하며 참여자들은 아바타를 통해서 상대방과 소통이 가능하다. 가상공

간내에서 제공되는 교회건물과 강의실, 광장, 회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VR기술을 이용한 성경 

콘텐츠로서 2017년 예장합동 총회 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성경 배경 탐험에서는 성경속 공간 구

현을 통해 성경지도 여행, 성막 체험, 예루살렘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2019년에 개발된 Jesus VR

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체험자들에게 성서의 사건들에 대한 당시 현장의 시각을 전달한다(김태룡, 

2021). 메타버스를 이용한 주일학교, 큐티방, 수련회, 성경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이 교회에서 보편

화 되고 있고 김현철·조민철 (2021) 은 이를 위한 노하우를 제시하였다. 

2. 성경적 기업

성경적 기업이란 기업경영에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고 기독교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의미한

다. 배종석 외 (2010)에서 기업이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람들이 역량과 자원을 청지기적으로 활

용하여 가치 창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 공동체로 정의 되어있다. 연구에서 기업

의 주인과 주권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권한

과 위임을 받은 존재로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달란트를 발휘

해야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막12:29~31).” 말씀과 같이 기업 활동

의 근본적인 목적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 기업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통

해서 고객의 필요를 찾아서 채워주고 섬기는데 있다. 

기독 경영이란 성경에서 기업에 적용 가능한 경영의 원리를 찾아내어 이를 실제 경영에 적용하는 

것이다(정충영, 200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딤후 3:16-17).”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성경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마13:35).” 하신 것과 같이 만물을 다

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 또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기업경영을 위

해서 감추어진 원리를 찾고 연구해야 한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약 2:17).” 말씀 

같이 연구된 성경의 경영원리는 기업경영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경영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기업경영의 초점은 경영의 원리와 이의 적용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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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어야 한다. 기업은 기업이 가진 자본과 기술과 자원으로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고

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이다. 

정충영 (2007)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를 검토하고 기독교적 경영을 정의하였으며, 기

독교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판별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기업의 동기

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기독

교적인 것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는 기업의 이익이나 비용지출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 넷

째는 계명에 어긋나는 정책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나님의 의가 반영되고 있

어야 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자리 잡은 기업을 기독교적 기업으로 간주하며 

이를 성경적 기업이라고 할수 있다. 

김홍섭·김정진 (2014)은 구약의 창조(문화)명령과 십계명, 희년사상 그리고 신약의 율법과 선지

자의 강령, 황금률 및 선교명령을 통해서 성경적 경영의 핵심원리인 창조성, 청지기, 호혜성, 공정

성, 신뢰성을 제시하였고, 이 원리들을 인사 조직, 마케팅, 재무관리, 회계 및 부의 축적과 사회적 책

임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실천적 대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3.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성경적 조망

Detweiler (2014)는 기술을 신적 계시의 잠재적인 근원으로 설명하였다. 고대 바빌론과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 기술의 

거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일상 생활가운데 사용하고 경험하는 기술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익을 제공해주지만 기술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

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가 될 수도 있고, 아이갓(iGods)1과 같이 우리가 숭배하

는 우상이 되거나 교만의 바벨탑이 될 수도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

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마6:24).” 하신 것처럼 기

술에 대한 영적인 조명이 부족할 때 기술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주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들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

서 메타버스의 성경적 조망과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수 있다. 

1) 아이갓(iGods)이란 말은 월간지 New York 2006년 6월호에 스티브 잡스를 묘사하는 말로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이팟이란 말과도 댓구가 된다. 실리콘밸리의 ‘우상’, ‘기술신’ 등으로 번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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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성경적 조망을 위해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이경건 (2018)은 인

공지능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 기독론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하나님의 형상의 형

상으로서 이해함으로써 인공지능으로 인해 상실될수 있는 인간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인

간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설명하였다.  이완형 (2018)은 인간과 기계

가 공존하는 인공지능 사회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생명, 영

성, 탈 소유와 절제, 공동선이라는 6가지 기준을 AI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윤리적 기준으로 제시하

였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성경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여준다. 인공지능 로봇(Artificial-

Intelligence-based Robot)의 미래교회 활용성에 연구(박도훈·황병준, 2020)에서는 미래교회의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독교 윤리를 담은 착한 

로봇의 개발과 미래교회 네트워크의 제안, 그리고 인공지능을 복음 확장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제안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목회 연구(전대경, 2019)에서는 목회자를 돕는 목회비서

(Assistant to the pastor)로서 AI 목회자의 기독교적 가능성에 대해 성경적으로 고찰하여 AI 목회

자는 결코 목회자를 대체할수 없지만 기능적으로 목회자를 돕는 비서로서의 도구가 될수 있음을 제

안하였다. 그리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한 성경적 활

용방안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복음주의 표준공통정과(Evangelical Revised Common 

Lectionary)를 만들어 교인들을 위한 설교와 상담 및 양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되었다. 

조용훈 (2021)은 4차 산업혁명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개념인 피조성, 전인성, 공동체성, 

존엄성 그리고 문화 위임의 책임성 5가지로 나누어 이해하고 각각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함의를 

밝힘으로써 4차 산업혁명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윤승태 (2018)는 인

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의 발전시대 속에서 교인들의 교회 이탈과 인간의 참된 가치 

상실을 염려하여 한국교회가 가져야할 2가지 방향으로서 첫째, 신앙 본질에 기반을 둔 기독교 영성 

회복과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동체성 회복을 제안하였다. 

성경속에 드러난 가상현실 세계로서 열왕기하에서 엘리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군을 본 사건

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특성을 이해할수 있으며(이기호, 2019) 가

상 공간 및 현실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 미래 한국교회의 생존을 위한 가상교회

론의 가능성을 고찰해볼 수 있다(김도훈, 2013). 김태룡 (2021)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기독교문

화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성서 스토리텔링 VR 콘텐츠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메타버스 기술 또한 우상화 하거나 기술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명령과 지상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메타버스를 선한도구로써 활용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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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조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의 역할을 해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델파이 방법론

(Delphi Technique)은 정성적(Qualitative) 연구 방법론으로서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

견을 통합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문제를 예측, 진단, 해결하는 방법론이다(Rowe and Wright, 

1999). 효율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선행연구가 부족하

거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서 활용할 경우 효과적

이다(Dalkey, 1969).

델파이 조사에서 패널의 수는 10명에서 15명의 소집단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설

문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익명성이 보장되어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

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Anderson, 1997). 전문가 의견합의를 위해서 Lawshe (1975)가 제시한 내적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이하 CVR)을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디지털 기술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델파이 방법론을 통하여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블록

체인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ICO(Initial Coin Offering) 산업(Ryu and Kim, 2018), 핀테크

(FinTech) 산업(Bae, 2018), 무인 로봇카페 (Kim and Kang, 2021), 인공지능 서비스(Baek, 2020) 

등에서 전문가들을 통한 기술예측 및 전략적 활성화를 위한 요인 연구에 델파이 기법이 활용되었

다. 

델파이 조사는 <Table 1>와 같이 총 2단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 델파이 단계는 전문가로부

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개방형 설문 FGI(Focus Grouping Interview)으로 4개 카테고리를 

통해 답변을 수집하였다. 1단계 설문 수집 후 도출된 하위요인들을 키워드 위주로 요약하고 통합하

여 2차 설문을 위해 185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2차 델파이 단계에서는 문항별 중요도를 Likert 5

점 척도에 의해 수집하였으며 수집 후 문항별 중요도의 평균, 표준편차와 내적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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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two-step Delphi procedure

　 1차 델파이 단계 2차 델파이 단계

요약 탐색적 FGI: 개방형 설문 Raking: 전문가 평가

　

응답율 93% (14명 응답) 100% (15명 응답) 　

　 　 　

상세 

내용

4가지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개방형 질문

(강점/기회,약점/위기, 중요 고려요인) 

1. 증강현실

2. 라이프로깅

3. 거울세계

4. 가상세계

전문가 답변 요약 및 통합

2차 설문을 위한 문항작성

4개 카테고리의 설문 문항별 중요도 수집

(Likert 5점 척도)

1. 증강현실: 49문항

2. 라이프로깅: 38문항

3. 거울세계: 46문항

4. 가상세계: 52문항   

총 185 문항

설문결과에 대해 문항별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및 CVR 분석

　

2. 연구방법

(1) 1차 델파이 – 표면적집단면접 조사(FGI)

델파이 기법에서 참여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진정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할 점은 전문성 있는 패널의 선정과 참여한 패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일이다(Song 

and Lee, 2008).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기술 서비스 및 경영 분야에서 3개 그룹의 패널을 구성하

였다. 먼저 국외 및 국내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 7명을 선정하였고,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3명과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컨설팅회사 대표 및 정보관리 기술사 4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크리스

천 전문가 패널을 융합으로 구성하여 델파이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Table 2>참조).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차 델파이 분석은 탐색적 FGI(Focus Grouping Interview)로서 

개방형 설문 형태로 4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전문가에게 설문을 하였다(<Table 3>참조).

1차 델파이 참여 현황은 <Table 1>에서와 같이 93% 참석률(15명중 14명 참석)로 이루어 졌다(기

간: 2021.9.13 ~9.20). 1차 델파이를 통해서 도출된 요인들을 종합 분류하여 2차 설문문항을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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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st FGI Questionnaire 

구분 내용

 Category 1 - 증강현실

성경적 기업의 서비스 개발의 전략적 요인 

-강점/기회, 약점/위기, 중요 고려요인

 Category 2 - 라이프로깅

 Category 3 - 거울세계

 Category 4 - 가상세계 

(2) 2차 델파이 조사: Ranking 

 1차 델파이 FGI(Focus Grouping Interview) 개방형 설문을 통해서 수집된 다양한 답변들을 핵

심 진술 위주로 정리하여 Category 1: 49개, Category 2: 38개, Category 3: 46개, Category 4: 52

개 총 185개의 문항으로 통합하였다. 4가지 카테고리의 각 문항별 중요도를 5단계 Likert 척도에 의

해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순서로 2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참여 현황은 <Table 1>에서와 같이 

15명 100% 참여가 이루어 졌다(기간: 2021.9.27~10.5). 

구분 역할 학교/소속 학과/부서/전공 1차참여 2차참여

학계 

Professor 1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Business School/

AR,VR,XR
X O

Professor 2 Montana State University
Business School/

메타버스
O O

Professor 3 경희대 MIS/빅데이터 O O

Professor 4 경기대 MIS/지능정보 O O

Professor 5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O O

Professor 6 충북대 경영학부/생산관리 O O

Professor 7 한동대 전자전산공학부 O O

연구

기관

Researcher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팀 O O

Researcher 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연구팀 O O

Researcher 3 한전전력연구원 연구전략실 O O

산업계

IT Representative1 가인지컨설팅그룹 경영 O O

IT Manager 1 LG CNS SDI사업팀 O O

IT Manager 2 삼성SDS 클라우드사업부 O O

IT Manager 3 하나금융티아이 금융R&D센터 O O

IT Manager 4 현대백화점 인프라팀 O O

<Table 2> Expert Panel Information and Delphi Particip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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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문 결과 각 응답은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Lawshe (1975)의 내적 타당도 

산출 공식을 적용하여 CVR(Content Validity Ratio)를 산출하였다. 연구에 있어서 타당도 지수

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상관계수에 의해서 타당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도 준거에서 

‘40~60은 타당도가 있다’ 로, ‘60~80은 타당도 높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백창화, 2020)에서 CVR 0.4 이상을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별하여 품질평

가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VR 0.4 를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룬 내적 타당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Lawshe (1975)의 이론에 의거하여 의견의 일치 정도를 내적 타당도 비율인 

CVR(Content Validity Ratio)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Ne 는 타당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의 수, N은 전체 델파이 참여자들의 인원수를 의미

한다. 이 연구에서 Ne는 Likert 4(타당함, 높음)와 Likert 5(타당함, 매우 높음)에 응답한 인원수로 

CVR 계산을 하였다. CVR은 -1.0에서 +1.0까지의 수치로 표현된다. 점수가 +점수인 경우는 리커트 

척도에서 4점 또는 5점으로 응답한 참여자수가 반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0인 경우는 전체 참여자

의 절반이 4 또는 5점으로 응답을 한 경우이다. 그리고 –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점, 2점, 또는 3점으로 응답이 수집된 것이다. CVR을 통해서 +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경우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적절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서 각 문항별 

평균(M), 표준편차(SD), 내적타당도 비율(CVR) 등이 표시되었다. 

IV. 연구결과

성경적 기업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요인 분석을 위해서 ASF에 의해 4가지로 분

류된 메타버스 카테고리별 델파이 참여자들의 평가결과를 정리하였다. 

1. 성경적 기업의 증강현실 서비스 개발의 전략적 요인

(1) 증강현실 서비스의 강점 및 기회 요인

1차 FGI에 의해 수집된 18개 요인들에 대한 2차 델파이 평가시 내적타당도 비율(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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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Ratio; CVR) 0.4 이상의 의견 합의를 이룬 요인은 8개로 확인되었다(<Table 4>참조). 

이중에서 AR을 활용한 성경교육이 내적타당도 0.9로서 가장 높은 의견합의를 나타내었다. “증강

기술을 통하여 초신자나 성경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성경 속 시대적 사건을 알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좋은 도구이자 기술이 될 것입니다.”(IT Manager 1)

이어서 교제, 교육, 전도 용도의 AR 활용과 편리한 기독교 활동 지원 그리고 AR을 활용한 새로운 

복음 전파에 높은 의견 일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실생활 및 산업현장에서의 AR 활용사례 및 효

과, AR을 통한 서비스 체험으로 구매결정 도움 등이 AR의 강점 및 기회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AR 증강정보의 신뢰성, COVID-19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적 Compliance 준수 가능, 

Pandemic위기 상황에서 질병 전파 문제의 완화, 정보 집중화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 등은 내적타

당도 합의가 낮게 평가되어 (M=3.8~3.4, CVR=0.2~-0.2) 강점 및 기회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4> Strength and Opportunity Factors of Augmented Reality Services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가상

세계

강점 

및 

기회 

요인

AR을 활용한 성경교육시 지식습득 및 학습효과 증대 4.6 0.48 0.9

기독교 공간에서 대면상태의 교제, 교육, 전도 용도의 AR 활용가능 4.0 1.00 0.7

AR 서비스를 활용 편리한 기독교 활동 지원 가능 3.8 0.51 0.6

별도장치 없이 모바일기기 및 태블릿에서 AR활용으로 실생활에서

의 활용성 증대
3.9 0.79 0.6

자동차 HUD, 작업자 AR Glass 등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사례 및 효

과 레퍼런스 존재
4.1 0.74 0.6

구매 전 제품 및 서비스 체험으로 구매결정에 도움 4.0 0.92 0.6

기존 Text 및 언어 중심의 복음 전달 방법에 대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세대 복음 전파
4.2 0.86 0.5

상대적으로 확보가 용이하여 빠른 기술 개발이 가능함 3.6 0.97 0.5

주1) M= 평균; SD=표준편차; CVR=Content Validity Ratio(내적타당도); Ratings=5점 리커트척도, 

Ranging from (1) 매우 낮음 to (5) 매우 높음; 

(2) 증강현실 서비스의 약점 및 위협 요인  

델파이 참여자들은 1차 FGI에 의해 수집된 17개 약점 및 위협 요인들 중에서 2차 델파이 평가시 

내적타당도 비율 0.4 이상의 의견 합의를 이룬 요인은 4개로 나타났다(<Table 5>참조). 

 전문적인 협력 기업의 부재, 무관심 또는 우려 세대들을 위한 접근시도 그리고 기독 콘텐츠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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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CVR 0.7의 높은 의견합의를 보였다. “아직은 신기술에 무관심 하거나 AI와 같이 기술에 의

해 인간이 로봇에 지배된다는 우려와 걱정을 안고 있는 세대들 많습니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

록 종교적인 측면의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IT Manager 2)

다음으로 성경적 기업의 늦은 대응이 약점 및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정부지원의 어

려움과 예산 및 인력의 부족 문제, 정보격차 위험 증대, 예배 산만 우려, AR 정보의 과다 의존성 문제

로 영적 감수성 저하 우려, 공동체 필요성 약화, 현실에 대한 주체적 인식의 약화 등은 내적타당도 합

의가 낮게 평가되어 (M=3.8~3.0, CVR=-0.1~-0.3) 약점 및 위협 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Table 5> Weakness and Threat Factors of Augmented Reality Services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증강

현실

약점

및 위협

요인

전문적인 기독 콘텐츠를 확보한 협력 기업의 부재 4.2 0.61 0.7

신기술에 무관심 또는 우려를 가진 세대들을 위해 종교적 측면의 

친근한 접근시도 필요
4.2 0.67 0.7

성경에 있는 시대적 배경과 어려운 예언서들에 대한 기독 콘텐츠 

생성 방법
4.1 0.51 0.7

기술 변화의 속도 대비 성경적 기업의 늦 대응 3.9 0.99 0.5

(3) 증강현실 서비스의 중요 고려 요인  

1차 FGI에 의해 수집된 14개의 중요 요인들 중 2차 델파이 평가시 내적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0.4 이상의 의견 합의를 이룬 요인이 9개로 나타났다(<Table 6>참조). 

 이중에서 AR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활용 위한 전략필요 요인이 CVR 0.9 로서 가장 높은 의견

합의를 나타내었다. “증강현실은 성경적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돕는 수단이며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전략을 빠르게 세우고 대

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searcher 3).  이어서 성경적 콘텐츠와 환경정보와의 연계 전략, 유해

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체계가 중요 고려 요인으로서 평가되었다. 그

리고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대응, 기독단체 및 스폰서 발굴, 기업체질 개선의 시도와 투

자가 전략적 중요 요인으로확인 되었다. “Google glass의 경우에는 동영상과 사진 촬영 기능이 사

생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스마트 글라스가 계속 출시될 것으

로 보이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search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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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기술적 문제와 신학적 문제의 분리, 메타버스 예배 환경에 관한 교인들의 교육·훈련·

마케팅, 예배 몰입중 더 나은 기술적 연결을 위한 메타버스 환경의 품질, AR 게임이용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주거 침입 우려에 대한 대응필요 등은 내적타당도 합의가 낮게 평가되어 (M=3.8~3.3, 

CVR=0.3~-0.2) 중요 고려 요인으로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Table 6> Important consideration factors for Augmented Reality service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증강

현실

중요

고려

요인

성경적 기업의 기술수단으로서 AR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전략필요

4.5 0.51 0.9

성경적 콘텐츠와 환경 정보와의 지혜로운 연계 4.3 0.89 0.7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4.2 0.59 0.7

교회나 종교단체에 시범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필요

4.4 0.73 0.7

AR Smart Glass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대응 
필요

4.0 0.75 0.7

자체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체계 필요 3.8 0.91 0.6

증강현실 앱 개발을 의뢰할 기독단체 및 스폰서 발굴 4.1 0.74 0.6

메타버스 생태계의 확대 트랜드에 따른 기업체질 개선의 시도와 투
자

3.9 0.79 0.6

성경속 시대적 배경 또는 예언서들에 대한 AR 콘텐츠 생성 방법에 
대한 고려

4.0 0.88 0.5

2. 성경적 기업의 라이프로깅 서비스 개발의 전략적 요인

(1) 라이프로깅 서비스의 강점 및 기회 요인

1차 FGI에 의해 수집된 15개 요인들에 대한 2차 델파이 평가시 내적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0.4 이상의 의견 합의를 이룬 요인은 6개로 확인되었다(<Table 7>참조). 

이중에서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CVR 0.9의 가장 높은 의견합의를 나타내었다. 이어

서 예배와 경건생활에 라이프로깅 서비스 활용과 COVID-19 이후 온라인 활동 거부 완화가 강점 

및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Gives church congregants motivation to maintain their activities 

and strengthen their beliefs through peer support: Daily recording of each Christian’s goal 

for their daily worship activities and sharing of this information with other Christia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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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e each other in the metaverse.”(Professor 2) 

그리고 새로운 시장기회 발굴의 기회 요인과 서비스의 다양화가 강점 및 기회로 확인되었다. 이

에 반해 예배 및 교회활동의 실시간 디지털 방식의 저장과 활용, 개인 라이프 로깅 분석을 통한 신

앙생활 수준 파악, 환우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개인 라이프로깅 정보 수집에 대한 성경적 기업의 

신뢰성, 심리적으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통한 정신 건강 회복 등은 크리스천 전문가들에 의해서 

내적타당도 합의가 매우 낮게 평가되어 (M=3.6~3.2, CVR=0.2~-0.1) 강점 및 기회 요인으로 확인되

지는 않았다. 

<Table 7> Strength and Opportunity Factors of LifeLogging Services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라이프 

로깅

강점 

및 

기회

요인

새로운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 4.0 0.75 0.9

예배와 경건생활에 대한 개인의 목표와 활동을 기록하고 이 정

보를 공동체와 공유하여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동기 

부여

3.9 0.79 0.6

잠재 고객 욕구 발견 및 새로운 시장기회 발굴의 기회 3.8 0.67 0.6

COVID-19 이후 온라인 활동 거부반응 완화 3.9 0.79 0.5

디지털 인프라와 인재, 초고속 인터넷 망의 강점 3.9 0.88 0.5

웨어러블 디바이스 대중화, 서비스의 다양화 3.8 0.77 0.5

(2) 라이프로깅 서비스의 약점 및 위협 요인

델파이 참여자들은 1차 FGI에 의해 수집된 14개 약점 및 위협 요인들 중에서 2차 델파이 평가시 

내적타당도 비율(CVR) 0.4 이상의 의견 합의를 이룬 요인은 8개로 나타났다(<Table 8>참조). 

개인 신앙관련 정보 등 프라이버시 피해 발생이 CVR 1.0로서 타당도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평가

되었다. “프라이버시 이슈는 정보 서비스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개인 정보의 유출 등의 우려가 상존

하는 바,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searcher 1) 

개인정보침해, 저작권 이슈 등 Compliance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응 및 법제도적 제약과 책임 

증대와 같은 법적 요인이 높은 중요도로 확인되었다. “라이프로깅 정보 수집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

이나 규제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이루다 사태 등으로 인해 라이프로깅 정보 활용에 대한 법

제도적 제약과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Researcher 2). 그리고 해킹의 증대, 방대한 데이터

의 수집·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필요, 많은 초기투자 필요 등이 약점 및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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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률적 한계 극복을 위한 정치권과의 소통 협력 필요, 기독교인의 개인정보 유출,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인지 부조화, 라이프로깅 서비스에 대한 기독 콘텐츠의 확보 어려움 등은 내적타당도 

합의가 낮게 평가되어 (M=3.8~3.6, CVR=0.3~0.1) 약점 및 위협 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Table 8> Weakness and Threat Factors of LifeLogging Services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라이프

로깅

약점 

및 

위협

요인

개인 신앙관련 정보 등 프라이버시 피해 발생 4.46 0.51 1.0

Compliance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대응상시 필요 4.4 0.63 0.7

방대한 라이프로깅 데이터의 수집과 운영유지를 위한 투

자 및 전문인력 필요
4.2 0.77 0.6

라이프로깅 이용자 정보를 노린 해킹의 증대 4.1 0.63 0.6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의 데이터 보안의 어려움 3.9 0.59 0.6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제약과 책임 증대 4.0 0.70 0.5

최신 기술의 라이프로깅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노하우와 

많은 초기투자 필요
3.8 0.77 0.5

개인적 성찰과 객관적 평가가 저장된 이미지에 의해 결정

될 수 있음
3.8 0.99 0.5

(3) 라이프로깅 서비스의 중요 고려 요인

1차 FGI에 의해 수집된 9개의 중요 요인들 중 2차 델파이 평가시 내적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0.4 이상의 의견 합의를 이룬 요인이 7개로 나타났다(<Table 9>참조). 

기독교인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과 민감정보 보안 조치는 CVR 0.9로서 가장 높은 의견합의를 나

타내었다. 그리고 신앙관리용 라이프로깅 서비스 개발, 데이터 처리 및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유

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안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제공에 CVR 0.7의 높은 의견합의가 있었다. 

“라이프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양하지만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가치사슬 

주기(수집-저장-분석-활용-폐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세한 이용자 

정보가 기록된 라이프로깅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익명화나 가상화 등을 통한 보안이 강화된 분석이 필요합니다.”(IT Manager 4). 

이어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 준수 필요와 정보 보호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스타트업 기

업 지원 및 예산과 자원이 있는 기업의 시도와 도전이 중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기독교

인의 일상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의 가능성 등은 내적타당도 합의가 낮게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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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M=3.8~3.6, CVR=0.3) 중요 고려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9> Important consideration factors to consider for LifeLogging service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라이프

로깅

중요

고려

요인

정확한 데이터 제공과 민감정보 보안 조치 4.3 0.61 0.9

수집된 라이프로깅 데이터의 가치사슬 주기에 따른 처리 및 프라

이버시 침해,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된 분석 필요
4.4 0.63 0.7

기독교인의 자기 주도적 신앙상태 기록 관리가 가능한 라이프로깅 

서비스 개발
4.3 0.72 0.7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안전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제공
4.2 0.70 0.7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 준

수 필요
4.4 0.73 0.6

개인 정보의 보호 메커니즘 및 보안레벨 확보 4.2 0.79 0.5

예산과 자원이 있는 기업의 시도와 도전 3.8 0.77 0.5

3. 성경적 기업의 거울세계 서비스 개발의 전략적 요인

(1) 거울세계 서비스의 강점 및 기회 요인

1차 FGI에 의해 수집된 14개 요인들에 대한 2차 델파이 평가시 CVR 0.4 이상 의견 합의를 이룬 

요인은 10개로 확인되었다(<Table 10>참조). 

미러월드를 통한 다양한 체험지원이 CVR 0.9로서 가장 높은 의견합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선

교적 실상의 공유, 시공간적 제약의 극복, 입체감과 생동감 있는 서비스 지원에 CVR 0.7 이상의 높

은 의견일치가 있었다. “보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도의 접근이 어려웠

던 실상을 공유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가령, 아프리카, 아프간 등 열악한 선교 현장의 모습을 

구현하고 성도들로 간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신이 후원한 선교사의 선교지 모습을 경험하게 

하고 선교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더욱 실감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Researcher 1). 그리고 비

대면 예배현장 구현과 교회들 간의 미러월드 구축을 통한 교류확대 및 코이노니아 증가도 강점 및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가상공간의 구현을 통한 시뮬레이션 활용,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 미러월드의 잠재고객층에 Social 및 Viral 마케팅 효과 등은 내적타당도 합의가 낮게 평가되

어 (M=3.6~3.2, CVR=0.2~-0.1) 강점 및 기회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1552021. 12 

메타버스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기업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요인 분석

<Table 10> Strength and Opportunity Factors of Mirror Worlds Services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거울

세계 

강점 

및 

기회

측면 

성경적 의미가 있는 역사적 장소, 유물 등의 체험지원 4.5 0.51 0.9

접근하기 어려웠던 선교적 실상의 공유 가능 4.4 0.74 0.7

시공간적 제약 극복 4.2 0.59 0.7

입체감과 생동감 있는 성경 서비스 가능 4.2 0.79 0.7

공간적 이동에 제약이 많은 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4.1 0.83 0.7

비대면 예배현장을 메타버스에 구현하여 참석가능 4.0 0.79 0.7

메타버스 예배를 위한 친숙한 환경제공 4.0 0.79 0.7

성경적 역사관을 미러월드에 표현가능 4.0 0.75 0.6

비대면 예배시의 현실감과 몰입감 증가 4.0 0.92 0.6

여러 교회들 간의 교류확대 및 코이노니아 증가 3.8 1.08 0.5

(2) 거울세계 서비스의 약점 및 위협 요인

델파이 참여자들은 1차 FGI에 의해 수집된 17개 약점 및 위협 요인들 중에서 2차 델파이 평가시 

CVR 0.4 이상의 의견 합의를 이룬 요인은 5개로 확인되었다(<Table 11>참조). 

참여자들은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거울세계로 인한 혼란 요인에 CVR 0.7의 가장 높은 의견 합의

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거울세계 접속에 관한 사전 교육 필요, 기독교인들의 교회집회 참석 저하 우

려가 CVR 0.5로서 높은 의견일치로 나타났다. “거울 세계에서의 거울이 현실의 전부인 것처럼 착

각하는 현상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 가지 않고 거울 세계로 구현된 교회에서 예배드

리는 것에 만족하거나 선교지에 직접 가기보다 거울 세상에서의 참관만으로 안주하는 경향 우려됩

니다.”(Researcher 1). 또한 거대 미러월드 플랫폼 종속이 약점 및 위기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비대면 예배의 활성화로 인한 성경적 가치관의 역기능, 오감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익

숙함에 따른 신앙생활 유지의 어려움, 미러월드 구현시 현실공간 저작권 소유 침해 우려, 낮은 집중

도 및 참여도, 기존 미러월드 서비스와의 차별화 어려움, 거울세계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의 어

려움 등은 내적타당도 합의가 낮게 평가되어(M=3.7~3.4, CVR=0.3~-0.2) 약점 및 위협 요인으로 확

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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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Weakness and Threat Factors of Mirror Worlds Services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거울세계

약점 

및 위협 

요인

잘못된 정보 및 악의적 정보로 인한 혼란 4.1 0.83 0.7

거울세계와 현실과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아이들과 청소년들 대상

의 사전 교육 필요
4.0 0.75 0.6

메타버스 환경의 편리함과 진정성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교회집

회 참석 저하 우려
3.9 1.03 0.5

현실 곡해와 미화의 함정 3.8 0.83 0.5

거대 미러월드 플랫폼에 종속적 3.8 0.99 0.5

(3) 거울세계 서비스의 중요 고려 요인

1차 FGI에 의해 수집된 15개의 중요 요인들 중 2차 델파이 평가시 내적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0.4 이상의 의견 합의를 이룬 요인이 12개로 나타났다(<Table 12>참조). 

<Table 12> Important consideration factors to consider for Mirror Worlds service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거울

세계

중요 

고려 

요인

현실세계에 참여를 촉진하는 보완재로서의 거울 세계의 구현 4.2 0.45 0.9

메타버스 예배, 활동, 행사와 실제 활동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

는 방법에 대한 주의
4.4 0.63 0.7

거울세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4.2 0.96 0.6

거울세계의 킬러 컨텐츠 개발 4.2 1.26 0.6

멀티채널을 통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 개발 4.0 1.06 0.6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 및 유지 4.0 0.92 0.6

특정 사이트가 밀집된 공간에서 서비스 가능 4.0 0.70 0.6

현실공간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방지 및 이용대가를 지불을 통해 

다양한 미러월드 서비스 구현
4.0 0.88 0.6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며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방대한 컨텐츠 선 

개발
3.9 0.79 0.6

미러월드 플랫폼의 고객관여 증가를 위해서 사용자 중심 미러월드 

서비스 구현
3.9 0.79 0.6

기독 O2O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선 개발 3.7 1.03 0.6

가상공간 기기의 사용시간 및 컨텐츠의 검증 교육 3.8 0.8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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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세계 참여를 촉진하는 보완재로서의 거울 세계의 구현이 CVR 0.9로서 가장 높은 의견합의

로 나타났고 거울세계와 실제 활동간의 균형, 프라이버시 보호와 멀티채널을 통한 정보 서비스 개

발에 CVR 0.6 이상의 높은 의견합의가 이루어졌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이 병행되어서 메타버스와 

리얼버스가 통합적이어야 정서적 연대감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IT Representative 1) 

그리고 거울세계 서비스의 품질 관리 및 유지와 현실공간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방지 및 적절한 

이용대가 지불, 사용자 중심 미러월드 서비스 구현이 중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기술적 완성

도가 높은 방대한 컨텐츠 선 개발이 필요하며 기독 O2O 비즈니스 모델 선 개발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온·오프라인 병행 및 메타버스와 리얼버스 통합을 통한 정서적 연대감 문제 해소, 

미러월드의 정확한 재현, 현실 직시의 관점과 생각 등은 크내적타당도 합의가 낮게 평가되어 

(M=3.9~3.4, CVR=0.3~0.1) 중요 고려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4. 성경적 기업의 가상세계 서비스 개발의 전략적 요인

(1) 가상세계 서비스의 강점 및 기회 요인

가상세계(Virtual worlds) 서비스의 강점 및 기회요인에 대해서 1차에 의해 수집된 18개 요인들중 

2차 델파이 평가시 CVR 0.4 이상의 의견 합의를 이룬 요인은 9개로 확인되었다(<Table 13>참조). 

MZ세대 및 젊은 연령층과의 소통 채널 활용과 성경적 교육 및 홍보 요인에 가장 높은 의견합의

가 있었다(CVR=0.9). “메타버스에 수많은 MZ세대들을 이끌 수 있으며 가상세계 서비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내에서 대안적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Professor 3) 

가상세계를 통한 공간 제약의 한계 극복,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도 및 서비스, 가상세계에서의 성경인물과의 만남, 가상 인플루언서를 통한 교회 홍보, 가상세계

를 통한 성경적 지식 함양 기회 제공 등이 강점 및 기회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성경적 기업

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한 사업 시도 가능에 CVR 0.7의 높은 의견합의가 이루어졌고 하

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무한한 발전과 확장 가능 요인이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기독 NFT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메타버스 내의 대안적 교회 가능, 기독교 기반 세

계 형성의 가능성, 가상세계에서의 생산노동과 수익창출을 통해 가상의 직업과 현실의 연결, 디지

털 휴먼을 통한 기업 가치 창출 및 충성고객 확보 가능, 가상세계에서의 새로운 규칙 설정 가능, 가

상 세계 활동을 통한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 등은 내적타당도 합의가 낮게 평가되어 (M=3.7~3.1, 

CVR=0.3~-0.2) 강점 및 기회 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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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Strength and Opportunity Factors of Virtual Worlds Services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가상

세계 

강점 

및 기회 

요인

MZ세대 및 젊은 연령층과 소통 채널로 활용 용이 4.3 0.48 0.9

기독교의 성경적 교육 및 홍보에 기여 4.0 0.53 0.9

공간 제약 있는 분들의 한계 극복 4.2 0.70 0.7

디지털 휴먼과의 예배, 찬양, 교제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전도 및 

서비스
4.1 0.99 0.7

성경적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한 사업 시도 가능 4.0 0.84 0.7

가상세계에서의 성경인물과의 만남과 대화, 가상세계를 통한 성

경적 지식 함양을 통해 성도들에게 성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4.3 0.72 0.6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무한한 발전과 확장 3.9 0.96 0.6

개인의 특성이 변화(변조) 가능 3.8 0.94 0.5

가상 인플루언서를 통한 교회 홍보 및 전도에 도움 3.7 0.70 0.5

(2) 가상세계 서비스의 약점 및 위협 요인

1차에 의해 수집된 17개 약점 및 위협 요인들 중에서 2차 델파이 평가시 CVR 0.4 이상의 의견 합

의를 이룬 요인은 6개로 확인되었다(<Table 14>참조). 

 가상세계에서 위법, 유해정보를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책임 필요와 익명성을 이용한 잘

못된 관계의 시도가 약점 및 위협 요인으로서 가장 높은 의견합의를 보였다. “이용자의 자유도가 높

아지고, 현실과의 유사성, 연결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용자의 행위가 현실의 삶에 미칠 영향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이 가상공간 내에서 위법정보나 유해정보를 유통하지 않도록 모니

터링 및 삭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searcher 2)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및 범죄 예방관리 시스템 부재,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접근 신뢰성 확보 필

요, 가상세계가 퇴폐 향락적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약점 및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인공지능 캐릭터의 오남용, 목회자가 디지털 휴먼으로 대체될 경우의 믿음의 혼란, 메

타버스 예배시 아바타 형태의 성직자로 인한 신앙의 희화화 가능성, 디지털 휴먼에 대한 우상화, 

인격의 물화 문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길 수 있는 환경 등은 내적타당도 합의가 낮게 평가되어 

(M=3.8~3.3, CVR=-0.2~-0.3) 약점 및 위협 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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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Weakness and Threat Factors of Virtual Worlds Services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가상

세계

약점 

및 

위협

요인 

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과 책임 필요 4.0 0.79 0.7

가상세계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잘못된 관계의 시도 4.0 0.84 0.7

프라이버시 침해 및 범죄 예방관리 시스템 부재 4.1 0.74 0.6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접근 신뢰성 확보 필요 3.9 0.88 0.5

가상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소통방법에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 필요 3.9 0.8 0.5

가상세계가 퇴폐 향락적으로 이동하는 문제 3.9 1.03 0.5

(3) 가상세계 서비스의 중요 고려 요인

1차에서 의해 수집된 17개의 중요 요인들 중 2차 델파이 평가시 CVR 0.4 이상의 의견 합의를 이

룬 요인이 14개로 확인되었다(<Table 15>참조). 

기술 이용의 주체성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전략수립 필요하며 소요예산, 자원 및 크리스챤 인재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인에 CVR 0.9 의 가장 높은 전문가 합의가 있었다. “메타버스와 연관된 기술

이 개발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술을 이용하는 것인지, 기술에 이용당하는 것인지를 명

확하게 정의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 할 지라도 어디까지나 이용해야 하

는 것들이며 그 이용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합니

다.” (Researcher 3) 

이어서 가상공간에서의 위법행위, 비윤리적 행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필

요, 사이버 윤리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가상세계의 시민의식 필요 요인에 높은 의견일치가 있었다. 

바이블의 메타버스화 교육과 축복의 통로 역할을 위한 메타버스 연구 필요가 중요 요인으로 도출

되었다. “고객을 유치하거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세상적인 요구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기

업으로서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 기업들처럼 제품 판매를 통해 한 고객을 얻

는 목적이 이윤 극대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기반하여 고객을 위

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의 연구가 필요합니다.”(IT Manager 4)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성경적 플랫폼 및 컨텐츠 생성, 반기독교 정서 

문제 해결 등에 CVR 0.6의 전문가 합의가 있었다. 이외 인공지능 캐릭터 구현시 규정이 필요하며 

보다 건강하고 자정적인 교류를 위한 서비스 구현과 소유권 보호 등도 중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문화 기반 위에 생성된 가상 세계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Professo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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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메타버스 기술의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난 기술 가치 중립적인 관점확립, 가상예배와 

교회활동의 허용범위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논쟁인식,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실존 및 실재화 

가능성 확보 등은 CVR이 게 평가되어 (M=3.5~3.4, CVR=0.1~-0.1) 중요 고려 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Table 15> Important consideration factors to consider for Virtual Worlds service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Stability

M SD CVR

가상

세계

중요

고려

요인

기술 이용의 주체성과 목적에 대한 정의 및 전략수립 4.4 0.51 0.9

소요예산, 자원 및 크리스챤 인재 지원 필요 4.2 0.42 0.9

가상공간에서의 위법, 비윤리적 행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필요
4.4 0.74 0.7

가상공간 사이버 윤리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가상세계의 시민의식 
필요

4.3 1.04 0.7

바이블의 메타버스화 4.3 0.72 0.7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기반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의 연구가 필요

4.2 0.70 0.7

냉철한 현황 파악을 통한 소비자 중심 전략 수립 3.9 0.70 0.7

선교적, 신앙적 지원을 위한 가상세계 플랫폼 제작 4.2 0.94 0.6

성경적 가상세계 컨텐츠 생성 4.1 0.91 0.6

높은 기술수준이 활용되는 좋은 서비스임을 홍보 3.9 0.79 0.6

연령대에 따른 적합한 컨텐츠, 맞춤형 서비스 제공 3.8 1.01 0.6

인공지능 캐릭터 구현시 캐릭터의 성격 등 규정 문제 4.0 0.88 0.5

보다 건강하고 자정적인 가상 세계 교류 서비스 구현 3.9 0.88 0.5

가상공간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제작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보호 
필요

3.7 0.88 0.5

V. 토의 및 결론

1. 성경적 기업에서의 시사점

본 연구는 COVID-19 언택트 시대 이후 비대면 수요와 디지털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심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메타버스 기업 서비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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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지금까지 기독 경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있었지만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경적 기업

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지

만 기업의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할때 성경적으로 고려해야할 연구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격차를 해소하며 그동안 기독경영 및 기독교 세계관 연구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던 성경적 메타버스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요인들을 크리스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도출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를 넓히고 기독문

헌에 있어서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 

그리고 4가지 메타버스 기술유형의 구분에 따라 강점 및 기회 요인, 약점 및 위협요인 및 중요 

고려요인들을 도출하였으나 문헌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메타버스 서비스는 최근 독립적으로 

구분되기보다 융복합 형태로 발전된 플랫폼의 형태로 상용화 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경적 기업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실무적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가질 수 있다(<Table 16 

참조>).   

첫째, 메타버스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예배와 교제의 보조적 방편이 될 수 있다. 연구결과는 거울

세계를 통해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비대면 예배현장을 메타버스에 구현하여 참석 가능하며 메타

버스 예배를 위한 친숙한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요인에 전문가들은 내적타당도 CVR 0.7 이상의 

높은 의견일치를 보여주었다.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들은 시간적, 공간적 이동의 제한 없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 신앙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

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라는 말씀대로 기독인은 경천애인의 실천을 위해 역병과 사회

적 거리두기의 위기 속에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해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

에 메타버스 환경의 편리함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성전 예배 참석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를 가지

고 있으므로, 가상세계에서의 예배 활동과 현실세계에서의 예배 활동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고려요인으로서 전문가들은 내적타당도 0.7의 의견합의를 나타내었다. 

둘째, 메타버스는 개인의 경건 훈련의 좋은 장이 될 수 있다. 라이프로깅 서비스는 메타버스 내에

서 예배와 경건생활에 대한 개인의 목표와 활동을 기록하고 이 정보를 공동체와 공유하여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강점 그리고 새로운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강점 및 

기회 요인에 CVR 0.7의 의견합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의 경건생활 프로그램 제작

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개인의 신앙 및 민감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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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중요 고려요인으로서 도출되었다. 

셋째, 메타버스는 기존 텍스트 및 언어 중심의 복음전파의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증강현실 서

비스의 연구결과는 기존 Text 및 언어중심의 복음 전달 방법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세대 복

음 전파라는 활용 가능성이 강점 및 기회 요인으로서 내적타당도 0.5의 합의가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는 말씀을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을 복음전파와 선교의 새로

운 방식으로 삼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한다. 특히 메타버스는 MZ세대를 위한 복음전파

에 용이하다. 가상세계 서비스의 연구결과에서 MZ세대 및 젊은 연령층 고객과 소통하는 채널로 활

용이 용이한 점과 성경적 교육 및 홍보에 기여 가능한 요인에 크리스천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높은 

의견합의가 있었다(CVR=0.9). 

그리고 거울세계 서비스에 대한 연구결과 성경적 장소의 미러월드 구현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고 접근이 어려운 선교지의 실상을 메타버스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상세계 서비스를 통해서 목회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과의 예배, 찬양, 교

제를 통한 전도를 할 수 있으며 가상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교회를 홍보할 수도 있다. 

반면에 인공지능 캐릭터의 오남용, 디지털 휴먼 목회자에 대한 믿음의 혼란, 성직자 아바타로 인

한 신앙의 희화화, 디지털 휴먼의 우상화 등의 요인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내적타당도 -0.2 로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기독교인용 AR 콘텐츠 제작 및 바이블의 메타버스화를 통해서 가상세계 속 성경인물과의 

만남과 대화, 가상세계를 통한 성경적 지식 함양 등 보다 입체적이고 생동감있는 성경 교육의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예언서들에 대한 기독 컨텐츠 제작을 위한 연

구와 체계 및 후원단체 발굴이 중요 고려 요인으로 평가 되었다. 

넷째, 메타버스 플랫폼은 성도들 및 교회간 코이노니아를 증대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거울세

계 서비스 연구결과 여러 교회들 간의 교류확대 및 코이노니아 증가 요인이 강점 및 기회요인으로

서 CVR 0.5의 높은 내적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

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

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

라 하시니(마25:41~43).”라는 말씀의 정신대로 우리는 소외된 이웃, 특히 교회당에 나오기를 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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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들에게도 다가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들 간의 미러월드 구축을 통하여 교회들간의 교류

확대 및 코이노니아를 증대시킬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다면 교회 내 정보취약계층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우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신체부자유자를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상세계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선한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섬기는 서비스가 되기 위한 중요 고려요

인으로서 소요예산, 자원 및 크리스천 인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CVR 0.9의 높은 의견일치가 

있었고, 신기술에 무관심하거나 우려를 가진 세대를 위해 기독교적 접근 필요, 연령대에 적합한 컨

텐츠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중요 고려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확장으로서의 메타버스를 보는 시각으로 지구 환경을 돌보는 

마음으로 메타버스를 돌보아야 한다. 오늘날 가상세계 공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문화명

령을 이루어야 할 새로운 공간이 되었으며 가상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무한한 발

전과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

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

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라는 문화명령을 따라 메타버스 공간이 성경적인 공간

이 되기 위한 중요 고려요인으로서 가상공간에서의 위법행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

인정보 보호, 소유권 보호 등 법적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는데 높은 의견합의가 이루어졌다. 

가상세계에서는 현실세계에서의 실제 자신의 캐릭터가 아닌 가상세계에서의 아이디, 닉네임, 대

화명, 아바타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를 멀티 페르소나 (Baek, Jeong, & Chae, 2020) 또는 

본래 캐릭터 외에 새롭게 추가로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뜻으로 부캐라고 표현한다(Kang & Lee, 

2020). 가상세계에서 부캐를 이용한 과도한 이미지 변형이나 과장된 일상의 표현, 거짓 정보 전달, 

현실 정체성과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멀티 페르소나 또는 부캐

에 대한 크리스천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고려요인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캐

릭터 구현시 캐릭터의 성격, 가치관 등의 규정이 필요하며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문화기반위

에서 가상세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 설계 필요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사람들간의 보

다 건강하고 자정적인 가상세계 교류서비스 구현이 필요하다는 중요 고려 요인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경적 기업은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기독 O2O 서비스 등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발을 통해 가상공간 내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

양한 사업 시도가 필요하며 메타버스 공간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기반 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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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 CVR 0.7의 높은 의견합의를 나타

내었다.  그러나 기독 NFT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독교인의 일상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가능성 요인 등은 CVR 0.3의 낮은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Table 16> Implications in the Biblical Company

메타버스

구분
시사점

증강현실

성경적 기업이 기술수단으로서의 증강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 

기술변화의 속도 대비 성경적 기업의 늦은 대응에 대한 약점 보완필요. 

신기술에 무관심하거나 우려 가진 세대들을 위해 기독교 측면의 접근시도 필요. 

기존의 텍스트 및 언어중심의 복음전파에 대한 새로운 변화로서 새로운 세대 복음전파 용이.

AR 서비스를 활용한 기독교 활동시 편리함 및 성경교육의 효과증대.

기독교인용 AR 콘텐츠 제작을 위한 체계, 단체 및 스폰서 발굴필요.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예언서들에 대한 기독컨텐츠 생성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라이프

로깅

COVID-19 이후 온라인 예배 및 교제에 대한 보편화로 온라인 활동 거부반응 완화.

새로운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

예배와 경건생활에 대한 개인의 목표 활동을 공동체와 공유하여 믿음 유지의 동기 부여 가능. 

메타버스의 연결 환경 개발을 위한 기독교인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 필요. 

개인 신앙관련 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피해 대응 필요. 

거울세계

기독 O2O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선 개발 필요. 

성경적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 유물 등의 미러월드 구현 통한 다양한 체험지원 가능. 

접근 어려운 선교지 실상 공유 및 입체감과 생동감 있는 성경 서비스 가능.

여러 교회들 간의 미러월드 구축을 통해 교류확대 및 코이노니아 증가.

메타버스의 예배, 활동, 행사와 실제 활동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주의 필요. 

가상세계 

가상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무한한 발전과 확장. 

기술 이용의 주체성 및 선한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전략수립.

성경적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한 사업 시도 가능.

성경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감성적 홍보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수준이 활용되고 

압도적으로 좋은 서비스임을 홍보.

바이블의 메타버스화 통해 기독인들이 성경 속 장소에서 교육, 즐거움, 감동 가능.

메타버스가 섬기는 서비스가 되기 위한 소요예산, 자원 및 크리스천 인재 지원 필요.

가상세계에서의 성경인물과의 만남과 대화, 가상세계를 통한 성경적 지식 함양을 통해 

성도들에게 성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디지털 휴먼과의 예배, 찬양, 교제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전도 및 서비스.

가상 인플루언서를 통한 교회 홍보 및 전도. 

선교/신앙적 지원을 위한 가상세계 플랫폼 제작 및 반기독교 정서 해결 필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기반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의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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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기업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비즈니스 활용에서의 시사점

성경적 기업은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경영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고 기독교적 경

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Table 16>의 시사점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적 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일반 기업을 향해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Table 17>과 같이 일

반 기업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하기위한 보편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강현실 서비스에서 일반기업에 적용 가능한 요인으로서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에게 유해하

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AR Smart Glass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대응이 있었다

(CVR 0.7). 

라이프로깅 서비스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장하는 서비스 모델 개발, 개인정보 침해 및 저작

권 이슈 등 법률적 검토와 대응,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적 규제 준수 등은 높은 의견합의를 보여

준 요인으로 일반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서 적용이 가능하다. 

거울세계 서비스는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방지, 적

절한 이용대가 지불 등에 대한 중요고려 요인이 도출되었고, 시공간적 이동에 제약이 많은 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정확한 정보에 기인한 구현 및 현실세계와 거울세계 구별을 위한 사용자 교육 

등의 요인이 일반기업을 위한 시사점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가상세계 서비스의 시사점으로서 MZ 및 젊은 연령층과의 소통 채널 활용 및 개인 맞춤형 서비

스 제공이 높은 의견합의로 도출되었고, 가상공간에서의 소유권보호, 위법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

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과 범죄 예방 관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점 등이 일반

기업에서 적용가능한 시사점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Table 17> Biblical Guidelines for Metaverse Service Development and Business Utilization

메타버스

구분
시사점 

증강현실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AR Smart Glass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대응 필요.

라이프

로깅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안전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제공.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이슈 등 Compliance 법적검토와 상시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 준수.

개인 정보의 보호 메커니즘 및 보안레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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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세계

거울세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킬러 콘텐츠 개발 필요. 

미러월드 구현시 현실공간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방지 및 적절한 이용대가를 지불을 통한 

다양한 미러월드 서비스 구현.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며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방대한 컨텐츠 선 개발. 

시간적, 공간적 이동에 제약이 많은 분들을 위한 미러월드 서비스 제공.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거나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거울세계로 인한 혼란방지.

거울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접속시 거울세계와 현실과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아이들과 청소년들 

대상의 사전 교육 필요. 

가상세계 

인공지능 캐릭터 구현시 캐릭터의 성격, 가치관 등의 규정문제 요구. 

사람들 간의 보다 건강하고 자정적인 가상 세계 교류 서비스 구현.

가상공간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제작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보호 필요.

가상공간에서의 위법행위, 비윤리적 행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 

및 감독 필요.

가상 세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다양한 형태 범죄 예방관리 시스템 보완 필요.

다양한 가상세계 콘텐츠 노출로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접근 신뢰성 확보.

가상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소통방법에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 필요.

가상공간 사이버 윤리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가상세계의 시민의식 필요.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기독 학문적, 실무적 관점에서 시사점과 전략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지만 델파이 방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실제 시민들과 기업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

점에 근거한 향후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메타버스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성경적 기업 입장에서의 전략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개발된 메타버스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크리스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실증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4가지 메타버스 서비스

에 대해서 크리스챤 소비자가 갖는 만족 요인과 회피 요인들 그리고 이때 기독 영성과 신앙 지향성 

등이 갖는 영향 등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메타버스 기업 서비스 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었으므로 델파이 기법을 통해

서 전문가들로부터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나 중요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 중

요요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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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COVID-19 언택트 시대 이후 비대면 수요와 디지털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메타버스

에 대한 관심이 개인과 사회, 기업경영과 국가적 차원까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독 학

문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경적 기

업 입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고려해야 할 전략적 요인을 15명의 학계, 연구기관 및 산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1차 설문은 개방형 FGI(Focus 

Grouping Interview)를 통해 기술연구단체 ASF에 의한 4가지 메타버스 분류인 가상 세계

(Virtual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 로깅(Life-Logging), 거울 세계(Mirror 

WorIds)에 따라 각 기술 분류가 가지는 강점 및 기회 요인, 약점 및 위기 요인 그리고 중요 고려요

인들에 대해서 수집하였고 2차 설문은 1차 설문을 바탕으로 도출된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를 전문

가들로부터 수집하여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성경적 가이드를 도출함으로써 기독 학문적 시

사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메타버스, 성경적 기업,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가상세계, 거울세계, 델파이

메타버스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기업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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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uval Harari has drawn worldwide attention for his three-volume work on the history 

and the future of Homo Sapiens. From a bird’s eye perspective he clearly analyzes how 

Homo Sapiens has become the ruler of the earth. What he found is Homo Sapiens’ 

amazing ability to cooperate together in a scale. Specifically that was Sapiens’ ability to 

create great, fictitious stories such as monetary orders, imperial orders and even religions.  

However, Harari’s over-simplified understanding and critique of religions as fictions 

have raised legitimate concerns of many religious minds. Christianity is no exception, 

and he sharply criticizes Christianity’s historical errors as well as explaining the Christian 

doctrines and the Bible as fictional systems to justify social structuring of Homo Sapiens.  

This paper is a response of a Christian theologian to Harari. This paper initially 

summarizes Harari’s main arguments and shows his academic contributions. This 

paper will also critically review the internal tensions and even discrepancies found 

in Harari’s arguments. Then this paper more specifically discusses Harari’s view of 

religion and Christianit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Christian vision to help Homo 

Sapiens overcome the coming challenges of the near future.  

Key words : Yuval Harari, Christianity, Homo Sapiens, Religion, Homo Deu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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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1976- )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현생

인류의 역사를 추적하는 3부작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왔다(하라리, 2015, 2017, 2018).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로 등극하게 된 성공의 비결로 유연한 언어능력, 특히 거대한 이야

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대규모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들었다. 화폐질서, 제국의 질

서, 종교와 같이 현생인류가 고안한 거대한 이야기들은 호모 사피엔스들을 통일시켜 왔다는 것이

다. 하라리는 오늘날에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인류의 협업을 끌어내는 거대한 이야기로 작동하

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장구한 인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단순명료한 분석을 제시하는데서 그

치지 않고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현생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전망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이 하라리의 글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가 볼 때 인류사 전체를 다루는 하라리의 주장들은 지나친 단순화의 아쉬움이 곳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분석과 제안에서도 오류와 내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의 오류 가운

데 중대한 하나가 기독교, 더 나아가 종교에 대한 오해이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란 그가 키워드로 

삼는 거대한 이야기, 즉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분석에서 기독교는 유럽의 역사를 한 

때 지배한 거대한 허구 이야기로, 많은 문제와 모순으로 가득한 지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논문은 하라리의 역사관에 대한 필자의 비평적 논의를 담고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의 관점에

서 제시하는 이 비평작업을 통해서 필자는 하라리의 학문적 공헌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하라리의 

오해와 편견들을 지적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저자는 

부족하나마 이 작업을 통해서 많은 지성인들에게 하라리의 학문적, 종교적 노력이 지닌 공헌과 한

계를 드러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라리의 저작들에 대한 국내 학자의 선행적인 연구로는 씨튼연구원이 주관하여 2년동안 진행된 

하라리 연구모임의 결과물로 2020년에 출판된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인가?』에 실린 

논문들이 있다. 이 책은 불교, 유교, 기독교 학자들의 논문들을 담고 있는데, 기독교 신학자로는 감

리교신학대 이정배 교수, 성공회대 박태식 교수, 인천가톨릭대 송용민교수, 최현민 씨튼연구원장이 

있다. 씨튼연구원이 주관하는 연구모임은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 책도 이러한 틀 속에서 종교에 관한 하라리의 주장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한다. 하라리의 종교비판에서 각 종교가 공감하거나 긍정적으로 수용할 부분

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의 논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라리의 주장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때로 이 논문들은 하라리의 입장을 넘어서거나 반박하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

한 부분들은 필자가 이 논문의 논의과정에서 소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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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리의 저작들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학술적, 신학적 논의도 의외로 적은 편이다. 이언 큐란

(Ian Curran)과 안톤 니커크(Anton A van Niekerk) 교수는 각각 하라리의 과학기술 이해가 드러

내는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코넬 토이트(Cornel du Toit)는 하라리가 내다보는 데이터 종교의 도래 

주장을 비판하며, 로렌 사이볼드(Loren Seibold)는 하라리의 종교관을 비평하는 글을 썼다. 프린스

턴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자 고든 미코스키(Gordon Mikoski)도 하라리가 보여주는 종교적 선입

견을 비평한다. 유대교 학자인 마크 라이브(Mark E. Leib)도 하라리의 반종교적 편견을 지적하면서 

뿌리없는 인본주의의 비극적 결말을 지적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하라리의 관점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는데 의미있는 자료가 된다. 이들 자료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논문의 논의과정에서 소개

될 것이다. 

이처럼 하라리의 종교관이나 기독교관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논문이나 저서는 찾기 어려운 상황

에서 본 논문은 앞에서 소개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좀 더 포괄적으로 하라리의 주장들에 대한 학문

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라리의 논의를 신학적으로 비평하고, 미래에 대한 하라

리의 제시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유발 하라리의 주요 주장들 

하라리는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과거와 현재 역사를 거시적으로 분

석하며,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그는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로 지구를 지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호모 데우스』에서는 인공지능과 생물학기술

의 약진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될 현생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며 인간 의식의 계발이라는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부작 중 가장 최근에 출간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그는 현생인류가 오

늘날 처해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도전들에 대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하라리, 2015, 2017, 

2018).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대규모 협업능력을 든다. 사

피엔스들은 그들이 가진 유연한 언어능력,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허구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었다(하라리, 2015:41, 48, 196). 그리고 사피엔스는 문자의 발

명과 교육을 통해서 이 허구를 전수함으로써 지구를 지배하는 지배종이 될 수 있었다고 하라리는 

분석한다(하라리, 201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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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들의 대규모 협업을 가능하게 만든 물적인 바탕으로 농업의 발전이 있었으며(하라리, 

2015:124), 화폐질서, 제국의 질서, 종교적 질서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피엔스들은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고 하라리는 설명한다(하라리, 2015:247이하). 그 외에도 숫자의 발명

은 개인의 지식적 용량을 넘어서는 집단적인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하라

리, 2015:193). 

오늘날 현생인류를 결집시키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허구 이야기로 하라리는 인본주의를 꼽는다: 

“인본주의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혁명적인 새 교리이다” (하라리, 2017:307). 3가지의 

인본주의가 출현했는데, 그것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인본

주의였다(하라리, 2017:342이하). 하라리는 그 세 가지의 허구 이야기 가운데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가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사회주의와 진화론의 거센 도전이 있었지만,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

주의 그리고 군사력으로 인본주의의 갈래 싸움에서 승리했다(하라리, 2017:369). 그 예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인도,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만, 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공화국,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칠레가 차례로 민주주의

와 자본주의를 채택했다(하라리, 2017:368).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기둥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고 하라리는 분석한다. 자유주의의 핵심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경

제적 가치를 상실하면서 무너지게 된다. 개인의 의식과 자유의 이념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발달과 

판단에 대한 인간의 의존이 심화됨으로 상실된다. 만인의 평등 이념은 초인간의 등장으로 깨지게 

될 것이다(하라리, 2017 9장 중대한 분리). 결과적으로 오늘날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의심받고 있

으며, 이러한 도전 앞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하라리가 볼 때 현생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대안은 기술인본주의이다(하라리, 2017:482). 

호모 사피엔스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초인간을 창조함으로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기술인본주의는 결국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운그레이드하면서 인본

주의의 탯줄을 끊을 것으로 하라리는 전망한다(하라리, 2017:502). 그 결과 현생인류는 더 이상 인

간의 지식과 지혜를 믿지 않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인본주의는 무너지

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새롭게 만들어낼 강력하고 거대한 이야기를 하라리는 데이터교라고 부른다(하라리, 

2017 11장 데이터교). 데이터교는 모든 것을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 본다. 이 속에서 인간이라는 종

은 단일한 데이터 처리시스템이 되고 개인은 컴퓨터 칩이 된다(하라리, 2017:517). 만물인터넷이

라는 데이터처리시스템이 완수되면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질 것이라고 하라리는 전망한다(하라리, 

2017:521). 



1772021. 12 

유발 하라리에게 답하다 - 유발 하라리의 인류사 연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이처럼 기술문명으로 인한 종의 위기를 현생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까? 하라리는 인류가 믿어온 

모든 종류의 거대한 이야기들과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허구라고 비판한다(하라리, 2018:467). 단 한

가지 하라리가 인공지능의 지능발전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인간의 의

식을 지속적으로 계발하는 것이다. 그가 제안하는 의식의 계발이란 무엇인가? 그는 불교의 창시자

인 고타마 싯달타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의 의식이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행복추구를 단념하고 행복

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갈망을 멈춤으로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라리, 2018:459). 

그는 이러한 의식의 계발방법으로 싯달타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위빳사나 명상을 제시한다. 싯

달타는 행복을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감각의 쾌와 불쾌로 파악했다. 하라리는 싯달타의 가르침을 따

르는 명상을 통해 행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으며, 구체

적으로 행복이란 실상 신체적 호르몬의 작용이며 신체적 감각이기에 자신의 신체적 감각에 집중함

으로써 그러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갈망을 멈춤으로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하라리, 2017: 21장 명상 편).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하라리가 제안하는 것은 종교로서

의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하라리, 2017:459-460).  

2. 유발 하라리의 학문적 공헌점들 

하라리의 학문적 작업이 보여주는 첫 번째 공헌점은 그의 현생인류에 대한 역사기술의 시도 자체

라고 생각된다. 그의 3부작은 현생인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분석한 역작이다. 그가 이 작업에서 사

용한 방법론은 교차학문적이고 통시적인 방법이다. 그는 오늘날의 복잡다단하고 상호연결된 문제

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글로벌하고 복합적인 오늘날의 문

제를 분석하는데 특정한 학제적 연구를 넘어서는 간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것처럼, 현생인류의 역사

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하라리는 학문과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적 이해와 분석을 시도

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위성사진을 보듯 인류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세 장의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

주는 듯한 시간압축적이고 통시적인 인류사 기술을 시도한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압축적인 접근방

법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지

식을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방대하고 대담한 작업에 도전한 하라리의 학자적 노력이 

놀랍고, 그의 용기가 돋보인다.1  

1) 왕대일 교수도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에 대한 서평에서 하라리가 인류역사에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생물, 문화, 역
사, 예술, 종교”들을 “통째로” 다루며 사유의 경계를 깨부순 통섭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 (왕대일, 
2018: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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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그가 제시하는 분석의 결론들이 여러 부분에서 타당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필자가 요

약적으로 설명한 하라리의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현생인류의 성공이유들, 현재 호모 사피엔스를 

지배하는 거대 담론으로 세 가지 인본주의를 제시한 것, 그 가운데 자유인본주의의 승리를 설명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제시하는 두 가지 미래전망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의 주된 주장들이 

가진 이러한 설득력은 호모 사피엔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의 분석과 전망에 적지 않은 

학문적 가치를 갖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하라리는 현생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이야기들 혹은 이데올로기들에 대해서 날

카로운 학문적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역사를 지배하는 다양한 거대담론들에 대한 비판을 통

해서 그것들의 허구성과 모순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하라리는 미국독립선언서의 주장이 

지닌 허구성을 폭로하며(하라리, 2015:162 이하), 기독교,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상상의 질서’로 규

정하면서 그것이 지닌 허구성을 주장한다(하라리, 2015:169 이하). 이러한 방식으로 하라리는 인류

를 통합하는 모든 종류의 질서들이 지닌 내적 모순을 고발한다. 그의 이러한 가차없는 비판정신은 

그의 작업의 학문적 공신력을 높여준다고 생각된다. 하라리가 글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지 학자적 

전문성을 넘어서 진실에 대한 구도적 열정이다. 그가 보여주는 사실에 대한 진지하고 구도적인 태

도로 인해서 독자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의 주장들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네 번째로, 하라리의 글쓰기 능력은 그의 주장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그의 책에 

담긴 생생하고 창의적인 표현들은 그의 저작들을 읽는 독자에게 즐거움과 공감을 준다. “테슬라가 

생산하는 자율주행 차량은 두가지 모델이 될 것이다. 바로 테슬라 박애주의자와 테슬라 에고이스트

이다” (하라리, 2018:107). “돌칼이 점차 핵미사일로 진화함에 따라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더욱 위험해 졌다... 동굴벽화가 점차 티브이 방송으로 진화함에 따라 사람들을 속이기는 더 쉬

워졌다”(하라리, 2018:481). 등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명쾌하면서도 트렌디한 개념과 표현을 통해

서 하라리는 자신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책이라는 미디어 뿐 아니

라 학문적인 글은 더더욱 환영받지 못하는 오늘날에 학문의 대중적 전달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

으며, 그 자신의 학문적 주장들에 파급력을 더한다고 생각된다. 

   

3. 유발 하라리의 학문적 문제점들

그런데, 너무 거대한 작업이기 때문이었을까? 하라리의 작업은 적지 않은 문제점과 약점들을 안

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작업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 필자는 다음 일곱 가지로 그의 학문적 약점들

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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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라리의 주장이 보여주는 내부 모순 

필자가 하라리에게서 발견하는 가장 큰 학문적 약점은 그의 저작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적 모

순들이다. 하라리는 서로 맞지 않는 주장들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라리의 첫 번째 내적 

모순점은 그의 실재관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의 역사관의 키워드인 고통의 실제성과 

고통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결론 간의 모순이다. 하라리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고통이라고 주장한다. 허구의 이야기가 지배하는 사피엔스의 역사에서 실제적인 

것은 오직 고통이라고 그는 보았다(하라리, 2018:463-464). 다시 말해서 고통은 그의 역사관의 키

워드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안의 제시부분에서 하라리는 고통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하라

리, 2018:459, 473). 그의 이러한 종교적, 관념적 주장은 자신의 모든 분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

져온다. 

두 번째 내적 모순점은 그의 인식론에서 발견된다. 하라리의 인식론은 과학적 진리관과 주관적 

관념론 사이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으로 하라리는 철저히 자연과학의 논리를 따르고 있으

며 자연과학의 사실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그는 자연주의 진화론의 주장들을 따라서 인류역사

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다. “40억년 가까운 세월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선택의 법칙에 

따라 진화했다. 지적인 창조자에 의해 설계된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그는 쓰고 있다 (하라

리, 2015:561). 또한 그는 자연과학 일반을 그의 학문적인 주장들의 근거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과

학자들은 도덕성이 사실은 진화과정에서 나왔으며 그 뿌리는 인류 출현 전 수백만년을 거슬러 올라

간다고 지적한다”며 과학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라리, 2018:280).2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라리는 과학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인간에 있어서 

영속적인 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반해서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자아를 생물학적 결정론

으로 파악하며,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경제적 결정론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 불행히도 진화론

은 내 진정한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본질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 

영혼의 존재는 진화론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진화는 변화를 뜻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를 생산

하지 못한다.”라고 그는 쓰고 있다 (하라리, 2017:150-152). 과학조차도 인간의 정신에 대해 무지하

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는 인간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명상의 방법을 소개한다. 그러

면서도 그는 자신의 명상이 과학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명상을 넓은 의미

에서의 정신과학으로 인정하고자 시도한다 (하라리, 2018:473).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가 그 전까

지 받아들인 진화론적 과학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과학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상충되는 면이 있

1) 하라리가 주된 학문적 방법론과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진화론과 과학적 자연주의의 관점에 대해서도 학문적, 기독교적 비판
이 가능하다. 그러나 논문의 직접적인 내용과 무관하기에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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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나? 당신은 종국에 가서 내적 자아에 대한 주관적 관찰에 의지한다.” 이에 대해 하라리는 다음

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내 입장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과학적 관찰은 물

리학과 생물학, 역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연구하는 일에 관한 한, 우리는 자

기 말고는 그 누구의 정신도 관찰할 수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타인의 뇌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뇌는 

정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신을 연구할 때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라리, 2017:490).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라리가 자연주의적 진화론의 관점을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그의 역사관에서도 우리는 내적 모순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진화론적 변증법적 역사관

과 목적론적 역사관 사이의 모순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편으로 하라리는 철저하게 진화론

적 역사관을 따른다. 그러나 하라리는 또한 “역사의 화살,” 즉 역사에 방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

를 들어 그는 현생인류는 문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하며, 생물진화의 방향과는 다른 목적론적 

역사관을 제시한다 (하라리, 2015: 9장) 

하라리에게서 발견하는 네 번째 내적 모순점은 그의 윤리관에서 나타난다. 이는 구체적으로 개

인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윤리관과 제국적 질서에 대한 긍정 사이의 모순이다. 그는 현생인류는 기

원 전부터 대부분 제국에 속해 살았으며 미래에는 전지구적 제국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러나 제국은 필연적으로 그 신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고통을 주는 메카니즘이다. 더구나 글로

벌 제국의 출현은 견제할 다른 제국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로 인

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의 사피엔스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그가 잊은 것일까? 아니

면 제국을 수많은 사피엔스들의 생존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하라리는 최근에 코로

나 19 사태에 관해 쓴 글에서 이러한 팬데믹 사태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시민감시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고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Harari, 2020). 제국의 출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 글을 쓴 것일까?  

하라리의 주장들이 보여주는 내부적 불일치와 모순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의 학문 안에 있

는 이러한 모순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원인은 그의 2중적 관점이다. 한 편으

로 그는 철저한 자연주의자로 진화론적 과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나, 동시

에 그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자로 자신과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 자연주의는 모든 것의 원인을 자

연에서 찾는다. 따라서 인간을 본질적으로 물질에서 기원한 진화론적 생명현상으로 이해한다. 그

러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진화론이 관심을 갖는 종의 운명의 논의를 펼치면서도 인간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있

으며, 개인이 겪는 고통의 실재성과 중요성을 놓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의 학문적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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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호간의 불일치와 모순을 보여준다. 둘째 원인은 하라리가 경험한, 명상을 통한 고통으로부터

의 해방이 그의 학문적 사고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0년에 위빳사나 명상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꾸준히 명상을 실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깨달음이 그가 쌓아온 학문적 방향을 전

적으로 재해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일생동안 경험해온 고통의 현실성

과 그의 의식이 발견한 고통의 비실재성은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는 것 같다.    

 

2) 하라리의 피상적인 종교이해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진리는 없다는 인식론적 가정과 선입견의 위에서 하라리는 종교의 진리성

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대신 그는 종교를 철저하게 사회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평

가한다. 그 결과는 모든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종교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정책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상 별로 없다.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했듯 

종교는 겉치장일 뿐이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종교를 기술과 경제의 강력한 힘을 가리는 상부구조 정도로 

일축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이슬람교 힌두교 혹은 기독교가 근대경제구조 위에 놓인 화려한 장식일지

는 몰라도 사람들은 장식을 자신과 동일시할 때도 많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정체성이야말로 역사를 이끄

는 결정적인 힘이 된다.... 불행히도 그런 점에서 전통종교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치유책이 아니라 일부

이다. 종교는 여전히 민족의 정체성을 다지고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를 추가하기보다 해결하는데 이르면 종교가 제공할 것은 많지 

않다. 많은 전통적 종교들이 보편가치를 옹호하고 우주적 타당성을 주장해도 지금은 근대 민족주의의 시

녀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라리, 2018:205). 

하라리는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해 왔으나, 전혀 진리가 아니

며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교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

기에 역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힘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문제

의 해결에 종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그는 종교

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은 종교에 대한 외부자적 시각이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종교

의 교리가 주장하는 진리성을 거부하고 종교를 사회적 이야기 즉 이데올로기로 보는 시각이 하라리

의 근본적 한계이다. 종교의 신도들 가운데 그 가르침에 따르기를 실패하거나, 배교하거나 종교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 종교의 진리성을 거부하는 필요충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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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마치 과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군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과

학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박태식 성공회대 교수는 하라리가 동양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을 비판한다. 박신부는 이러한 경향을 “서구중심적인 사고”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정배, 박태식 외, 

2020:288). 이 비판은 현생인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지나친 단순

화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좀 더 겸손한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박교수의 비판은 타당

하다. 이정배 교수도 하라리의 이러한 피상적인 종교비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교수는 차축 시

대의 종교적 에토스는 아직 실현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종교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기독교 가

진 보편적 개념은 민족주의를 넘어서며, 기독교신학은 우상화된 신을 역사에서 추방할 만큼의 자

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이정배, 박태식 외, 2020:48-49).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존 종교를 무용지물로 여기고 민족의 부정성을 부각시키는 하라리의 생각만으로 인

류가 직면한 큰 위기를 예방하기에 한없이 부족할 것이다. 허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 독자를 

향한 그의 충고였고, 또 우리에게 당부했으나 그의 말 또한 허구가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할 것

이다” (이정배, 박태식 외, 2020:49).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자 고든 미코스키(Gordon 

Mikoski)도 하라리의 저서에 나타나는 종교의 역사에 대한 부정확한 사실과 혼동과 함께 종교

에 대한 일관된 부정적인 언급들은 인간 역사에 대한 연구의 첫 글자를 쓰기도 전에 하라리는 이

미 어떤 유물론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인 결론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한다(Mikoski, 

2017:394).

그런데 놀랍게도 하라리는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싯달타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것의 사실성을 인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이 법칙은 불교도에게 보편적 자연법

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다. 현대 물리학에서 

E=MC2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라리, 2015:322). 여기에서 그는 싯달타의 주장들을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하면 싯달타가 가르친 것은 다름 아닌 과학적 사실들이었다고 

그는 보는 것이다. 또한 하라리는 싯달타의 가르침을 허구적 거대한 이야기인 불교라고 하는 종교

와 본질적으로 구별한다. 따라서 그의 종교비판에서 싯달타는 예외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하라리의 주장은 이중잣대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라리의 주장을 

따른다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추종자들이 만든 교리적인 체계나 윤리적인 오

류와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할텐데 하라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한 편, 코넬 토이트(Cornel du Toit)는 하라리가 주장하는 데이터 종교 주장을 비판한다. 과

학기술의 발달은 가이아(Gaia)라든지 범심론(Panpsychism)등 영적인 유물론의 주장들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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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왔으며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며 변화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가 없으나, 종교는 이러한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기에는 너무나 독특한 것임을 지적한다. 신과의 관

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과의 관계를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이트는 회의적

이다. 토이트에 의하면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연약성, 정서, 욕망, 의존성, 죄, 희망, 유한성”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위대성”은 “초월성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간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존재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특징

지으며 인간을 특별한 역동성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Cornel, 2019:.1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가 인간의 종교를 대체하며 종교는 그 기능이 소멸될 것이라는 하라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

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하라리의 종교이해가 가진 이러한 문제점과 별개로, 로렌 사이볼드(Loren Seibold)는 하라리가 

종교일반에 특별한 공헌을 했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있어

서 믿음이 중심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하라리는 사피엔스에게 있어서 생물학적인 것 만큼이나 필

연적인 것으로 믿음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Seibold, 2016:39). 거대한 이야기를 믿는 믿음은 인류

의 역사에 있어서 지속적인 것이었으며, 이것이 현생인류를 번성하게 해주었다는 하라리의 분석은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긍정이라는 사이볼드의 주장은 타당하다. 하라리의 의

도와 달리 이것은 종교적 믿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다른 방식의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하라리의 피상적인 기독교 이해 

기독교적 시각에서 하라리의 저작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종종 기독교적 개념

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인류의 인지혁명을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로 표현하며, 수렵채취

인들을 “아담과 이브”라고 부른다. 또한 사피엔스들의 해외 이주를 “대홍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

쩌면 하라리는 기독교의 핵심개념들을 진화인류학으로 설명하려고 은연 중에 시도하는 것 같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하라리는 종교는 허구라는 그의 전제를 반복한다. “기독교 이야기”

는 기초가 없는 허구라고 그는 비판한다. 창조자의 아들이 2천년 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증거

가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필리오케(Filioque)”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고 기독교의 교

리적 형성과정을 하라리는 비판하기도 한다 (하라리, 2018:425). 하라리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태

도는 회의적일 뿐만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하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희생 영원 순수 

구원 이중 어떤 단어라도 듣게 되면 경보음을 울려야 한다... 답은 결코 이야기가 아니다” (하라리, 

2018:466).

하라리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으로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도 종교적 경전 일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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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의 비판을 적용한다. 

우주의 신비와 세상의 입법자간의 빠진 연결고리는 흔히 어떤 신성한 책이 제공한다. 이 책은 사소하기 

이를 데 없는 규제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주의 신비 탓으로 돌린다. 신도들의 설명대로라

면 그 책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신이 지었다... 우리가 아는 최선의 과학 지식에 따르면 이 모든 성스러운 

텍스트들은 상상력이 뛰어난 호모 사피엔스가 쓴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선조가 사회규범과 정치구조

를 정당화하려고 발명한 이야기일 뿐이다”(하라리, 2018:297-298).

하라리가 볼 때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갖는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이야기 능력이 뛰어난 사피엔스

가 다른 사피엔스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또 하나의 허구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최현민 씨튼연구원장은 성경에 관한 하라리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성경은 다른 문학작품

과 달리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력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 그 기록형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

고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최현민 원장은 기독교 

전통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온 책을 하라리가 간단히 인간의 상상력으로 기록된 허

구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그녀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

가는데 실패한 것을 성경의 허구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혼동이라고 지적한다. (이정배, 박태식 외, 

2020:273-275).  

우리가 하라리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보더라도 기독교와 성경은 오히려 하라리가 요구하는 사

실성과 진실성을 드러낸다. 기독교는 하라리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다. “하라리 당신이 유일

하게 진실과 사실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고통이 아닌가? 당신은 인간이 겪는 고

통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대한 이야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과연 실체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알고 싶다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라리, 2018:463-64). 그렇다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

야기의 주인공 가운데 가장 고통을 느낀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지켜

보면서 그것을 극복할 길을 찾아 명상하고 고행한 싯달타  뿐이었을까? 오히려 세상의 악과 인간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싯달타처럼 

고통을 피할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셨던 것이다.” 기독교는 하라리

가 인정하는 고통의 실재성을 어떤 이야기보다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런데도 그는 “기독교는 허구다” “성경은 상상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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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라리의 개인주의적 인본주의의 한계 

하라리는 오늘날 인류를 지배하는 거대한 이야기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를 꼽는다.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를 이기고 승리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핵심으로는 개인주의, 인

권, 민주주의, 자유시장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라리, 2017:386). 그런데, 이들 자유 인본주의의 강령

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다고 하라리는 진단한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영

혼, 자유의지, 자아 같은 것은 없으며 이것들은 유전자, 호르몬, 뉴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달과 그에 대한 사피엔스들의 의존이 커져가면서 이러한 위기를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호모 사피엔스 종족을 종말로 이끌 수 있다고 그는 우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라리는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계발해야 한다고 제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하라리가 시도하는 명상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싯달타가 제시한 명

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라리는 싯달타의 명상법을 전수했다고 하는 위빳사나 명

상을 수행한다. 하라리는  명상가인 고엔카 (S.N. Goenka)에게서 위빳사나 명상을 배워왔다. 고엔

카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는 행복을 생물학적 감각의 쾌

와 불쾌로 파악한다. 행복이란 실상 신체적 호르몬의 작용이며 신체적 감각이기에, 수행자는 자신

의 신체적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그러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갈망을 멈춤으로 참

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라리, 2015:540, 544, 558).2 다시 말하면 행복이나 불행의 

실상이 인간의 감각이 촉발하는 느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각을 통제함으로써 이것을 뛰어

넘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볼 때 몸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지능이나 인식이 

아닌 정신에 도달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성이나 지식의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은 인도종교의 보편적 특성이자 불교적 수행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싯

달타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인간관은 주관도 의식도 자아도 실상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라리

의 다음 글은 그가 싯달타의 이러한 인간론에 근접한 생각을 보여준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내디뎌야할 결정적인 걸음은 ‘자아’야말로 우리 정신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지어내고 업데이트하고 재작성하는 허구적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이제는 페이

스북과 인스타그램 시대가 되어 이런 개인의 신화제조과정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

2) 하라리의 명상 스승인 고엔카가 가르친 위빳사나 명상의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윌리엄 하트, 『고엔카의 위

빳사나 명상』을 참조하라. 이 책에 따르면 위빳사나(Vipassana)는 빠알리어로,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위빳사나 명
상의 목적은 석가모니가 실천하고 가르친 것의 핵심을 경험하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석가모니가 시행했다고 믿어지는 명상
을 실천하는 것이다. (20)



186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4호

김 성 원

다. 왜냐하면 그 과정의 일부야말로 우리 정신이 하던 일을 컴퓨터에 아웃소싱한 것이기 때문이다. ... 그

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계정이나 자기 내면에서 하는 이야기와 자신을 동일

시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 몸과 마음의 실제 흐름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면 이성의 많은 개입 없이도 그리

고 자신의 아무런 지시없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라리, 2018:454-456)

여기에서 하라리는 싯달타의 가르침을 따라 자아라는 것도 결국은 가상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하라리는 이와는 별개로 인간에게 있는 불멸의 의식의 존재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불멸

의 의식이야말로 인공지능의 신적 능력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줄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가 볼 때 하라리는 여전히 자유주의적 인간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하라

리가 진정으로 싯달타의 인간론을 받아들였다면,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통

일성을 보았을 것이며, 인간과 인공지능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0과 1로 명멸하

면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의 신호란 싯달타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인간의 감각의 찰라적 작동방식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라리는 이러한 동일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라리는 이러한 

동일화가 현생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경고하며 그것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하자면 인공지능의 찰라적인 작동방식은 하라리가 명상에서 발견한 인간의 감각의 작동방식과 동

일하다.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하라리의 선입견은 다름아닌 그의 자유주의적 개

인주의적 관점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라리는 명상속에서 자아의 평정심을 발견하며, 거기에서 멈추고 있다. 마치 뉴에이

지 명상이 힌두교의 명상을 자아중심적인 서구버전으로 개조했듯이 하라리가 수행해 온 위빳사나 

명상 역시도 불교 명상을 자아중심적인 서구버전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하라리 자신이 

“서구의 뉴에이지 운동은 불교의 통찰을 처음 대했을 때 이를 자유주의적 용어로 바꿔버렸다”며 인

도종교에 대한 서구인들의 자아중심적 해석을 비판하지만, 그도 여전히 서구인의 개인주의적, 자아

중심적 한계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하라리, 2015:559). 그렇다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인

본주의야말로 하라리가 그의 학문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에서도 지적했던 하라리의 학문적 작업 속에 있는 내적 모순과 긴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힘을 얻은 하라리는 그의 학

문적 작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본주의의 힘과 인간의 고통의 실재성을 변증하고 있으며, 그러

면서도 모든 것은 변한다는 좀 더 심오한 주장을 동시에 슬로건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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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라리의 인간관의 관점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 그

의 인간관의 한계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인간관이 가진 한계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

문이다. 개인주의의 한계는 공동체성의 본질적 부족함이다. 오늘날 서구 문명과 정치 경제체제가 

위기에 처한 원인은 바로 개인주의의 자아중심성이 가져온 공동체의 파괴이다. 자아중심성은 이기

심으로 나타나며 정치적 경제적 독점주의로 나타나며 다윈주의와 동일하게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

들어낸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점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인류의 다수가 불행을 경험하

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아중심적 이기주의의 자연스러운 결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중심성

의 바탕에는 개인주의적 인본주의의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한계는 인간 본성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라리가 지적하듯이 인

본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라리, 2015, 327-328). 

그러나 인본주의가 기독교의 탯줄을 끊어버리고 독립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

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이라는 평등성의 의무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자유를 개인

주의로 오독하게 되었고 결국 약육강식의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유 인본주의의 위

기는 인공지능 과학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의 내적 모순과 한계로부터 태생적으로 

오는 것이다. 

유대교 학자인 마크 라이브(Mark E. Leib)도 이것을 동일하게 지적하면서 하라리의 뿌리없는 인

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하라리는 신도 인간의 기본권도 허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권에 대한 주장은 줄기 잘린 꽃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의 주장으로 전락할 것이며 그 피해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라이브는 경고한다(Leib, 2020:49).  

5) 과학기술에 대한 하라리의 오해  

하라리가 그의 저작에서 드러내는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는 과도하게 유물론적이며, 또한 과도하

게 낙관적이라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언 큐란(Ian Curran)은 하라리의 과학기술 이해가 너

무 환원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초월적인 신의 존재나 영속적인 인간의 영

혼이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철 지난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라리는 

반복적으로 “유기체는 알고리즘이라는 주문을” 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원주의적인 과학적 관

점은 과학계의 일부 입장일 뿐이며 왜 수많은 과학자들이 신을 믿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큐란은 지적한다(Curran, 2017:23-24).

안톤 니커크(Anton A. van Niekerk) 교수는 과학기술에 관한 하라리의 관점이 현실적이지 못하

고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한다. (van Niekerk, 2020:4). 실제로 하라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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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류는 죽음까지도 포함한 주요한 난제들을 극복해 왔으며 또한 극복해갈 것이라고 단순히 전제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현실을 살펴보면, 죽음을 이기는 불멸에 대한 인류의 도전은 하라리의 주

장과 달리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 미국의 과학역사가인 마이클 셔머(Michael Shermer)는 유전자치

료나 인간냉동기술이나 인간의 뇌를 다운로드하는 것과 같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불멸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Shermer, 2018: Part II The Scientific Search for 

Immortality).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을 통한 인공지능의 발전 역시도 

범용지능(AGI)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이주선, 2021:132). 

따라서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한 하라리의 낙관적 견해도 아직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하라리는 과학기술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남은 문제는 이처럼 성공적인 과학기술과 

현생인류의 상관관계 뿐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기술자본가들의 힘과 위협에 대한 하라리의 무관심 

하라리의 미래전망은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이 기

술의 발전을 이끄는 자본가들의 힘과 자본주의적 욕망의 위협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자본

주의 체제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운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라

리 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그의 분석의 약점이 되고 있다.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은 자본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자본가들이 첨단과학기술들을 사들이고 그것들

을 상업화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독점의 과정이 다름아닌 제4차 산업혁명이다. 기술력을 소유한 금

융자본가들의 힘은 소위 플랫폼 선점을 통해서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제는 정치권력을 지배하

는 지경에 이르렀다. 페이스북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계정을 지워버린 

사건은 이것의 상징적인 예이며, 기업이 진실을 판정하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선언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기업과 이들의 소유주인 자본가들을 제어할 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하라리는 오늘날 고통의 가장 큰 근원임이자 구조화된 악으로 자리잡고 있

는 이들 기술금융자본가들과 이들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명확히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하

라리의 개인주의적 관점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7) 하라리에게는 미래의 사피엔스를 위한 대안이 없다.

3부작을 통해서 하라리는 그가 내다보는 미래가 가져다줄 인류의 위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

고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인류는 이제 최소한 그런 적수 셋 – 핵전쟁, 기후변화, 기

술적 파괴-을 앞에 두고 있다” (하라리, 2018:193).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은 경제나 군사의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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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퇴출시켜 무용한 존재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해법은 인류가 전지구적 협업으로 나아가

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개별국가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해결하기에 올바른 틀이 아

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구적 정체성이 필요하다...우리의 정치를 지구화해야 한다.” 부족단위의 

국가들이 국가 단위의 생각을 극복하고 모든 인류가 닥쳐오는 거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대처하

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라리가 세계정부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세계정부’를 수립하자는 말

은 아니다. 그것은 의심스럽고 비현실적인 비전이다. 그보다는 한나라나 심지어 도시 단위의 정치

가 작동하는 과정에서도 전 지구차원의 문제와 이익에 좀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뜻이다” (하라

리, 2018:195). 이렇게 보면 하라리는 인본주의가 주장해온 인류의 동질성과 인류애에 호소하고 있

는 것 같다. 하라리의 글 가운데서는 이러한 성공사례도 제시되고 있다. 그 한 예가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이 인류를 파괴하는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라리의 이러한 요청은 그 자신의 다른 주장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신빙성

과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첫째로, 하라리가 제안하는 인류차원의 협업은 그가 전망하는 또다른 원

리와 부딪친다. 그는 인류가 자유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

류는 자유주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하라리, 2018:36). 하

라리가 전망하는 것처럼 인류가 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 지구적 공조의 한계는 분명해 보

인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해안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섬나라들이 물 속으로 사라진다 해도, 선진국

가들은 자국의 이해를 우선시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전면적인 도입으로 수많은 인류가 경제계에서 

퇴출 되더라도 플랫폼 기업들과 초부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손익을 우선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

주의적 인본주의는 인류애보다는 더욱 강력하게 개인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서 자유주의의 그 산물인 개인주의는 결코 인류를 진정으로 결속시킬 수 없다. 

하라리의 전지구적 협업 제안이 자기모순적인 것은 제국에 대한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그가 역사

를 돌아볼 때 발견하는 것은 사피엔스의 대규모의 협업이 반드시 거대한 허구 이야기를 필요로 했

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이러한 허구 이야기를 통해서 결속되어 왔다고 그는 체계적으로 주장해 왔

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차원의 협업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예상되는 거대한 이야기, 즉 체제는 무

엇일까? 그것은 글로벌 제국이다. 그는 다음과 미래의 제국을 전망하고 있다. “기원전 200년경 이

래로 인간은 대부분 제국에 속해 살았다. 미래에도 대부분 하나의 제국 안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크

다. 하지만 이번 제국은 진정으로 세계적일 것이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라는 환상이 실현될

지도 모른다”(하라리, 2015, 295). 그리고 하라리는 제국이 파괴와 착취의 엔진이기 때문에 제국의 

실행을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사람들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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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하게 살해하고 억압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관찰하고 있다 (하라리, 2015: 275-277). 그런데, 하라

리는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세계정부의 수립을 의심스러운 비전이라고 폄하하며 경계하고 있다. 제

국의 체제를 호모 사피엔스의 위대하고 필연적인 발명품이라고 과감하게 옹호한 하라리가 막상 세

계정부의 출현 앞에서 망설이는 것은 제국의 독재 시스템이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을 

잘 아는 까닭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계정부 시스템의 출현을 “의심스럽고 비현실적인 비전”으로 

폄하한다. 그의 제안은 모순적이다. 

하라리가 미래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두 번째 해법은 명상을 통해 지능과 구별된 인간의 

의식을 계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구별된 인간의 정신의 영역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하라리 자신이 명상을 통해 무의미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인류의 역

사에 관한 책을 쓰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하라리, 2018:473). 그리고 그는 

이러한 명상의 길을 인류의 미래를 위한 노력의 한가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우리는 명상

을 통한 정신연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우리 자신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

할만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하라리, 2018:480). 이것이 21세기를 위한 그의 여러 21가지 제안 가

운데 마지막 제안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제안 역시도 그의 다른 주장들과의 모순으로 인해서 설득력을 잃는다. 그의 

개인사의 키워드는 고통이었고 그가 역사를 보는 눈도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인류의 미래를 생각

할 때 그의 관심은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줄여가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발견한 가장 중

요한 방법이 명상을 통해서 고통의 근원을 발견하고 제거해 나가는 정신적 수양의 노력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과 정신을 정확히 관찰하면서 고통의 근원이 많은 기대

와 욕망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행복이란 단지 우리 몸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서 우리의 헛된 기대와 욕망을 줄여나감으로써 그 결과물인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런데, 그가 제안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고통은 실상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깨달음

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결론이 아니다. 이것이 싯달타의 깨달음이며, 싯달타의 명상을 

따라하려는 위빳사나 명상의 결론이다. 인류의 고통의 역사를 추적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고통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현생

인류를 위협할 핵전쟁의 고통은 무엇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무엇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인간의 소외와 비인간화의 고통은 무엇인가? 오히려 하라리는 이러한 위협들이 실

재하지 않는 허구임을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좀 더 나아가 하라리는 싯달타의 궁극적 깨달음을 받

아들여 인간의 자아 자체가 온갖 신호로 이뤄진 순간적이고 허구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의 찰라적인 신호체계가 다름 아닌 인간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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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차별화하고 벗어나기 보다는 거기에서 삼라만상이 동일한 것임을 선언해야 하지 않을까? 이

렇게 보면 사피엔스들이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하라리가 제안하는 두 가지의 길은 자기모순 

가운데 있으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유발 하라리의 제안들에 대한 기독교의 대안

이제 필자는 하라리의 제안들이 보여주는 문제점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극복해 보려고 한다. 필

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것이 미래의 인류를 통합시킬 

비억압적인 가치가 되며,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며 또한 인공지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라리의 미래전망에 응답하여 기독교적인 가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학자로 송용민 교

수가 있다. 송교수는 하라리의 기독교 비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소유가 아닌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성의 회복, 보편적 인류애와 공동체성의 회복, 실천을 통한 개혁과 변혁의 공동의지와 같은 기

독교적 가치관을 미래 교회가 실천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다.3 필자는 송교수의 제안처럼 기독교

인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의 가

르침을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인류를 통합시키는 기독교의 인간관

첫째로, 저자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하라리가 첫째로 제시한 대안인 전지구적인 협업의 요청에 

관해 보완점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하라리는 인류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구적인 협

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전지구적인 제국의 출현을 예측한다. 그는 

전지구적인 제국이 호모 사피엔스들의 협업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가 인류에게 미칠 고통을 예상하면서 이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

에 대해 필자는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세계관이야말로 사피엔스를 통합시킬 수 있고, 신

뢰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싶다. 

기독교가 인류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평등하다는 인간관

이다. 하라리 자신이 인정했듯이 인본주의의 인간평등, 인간존엄의 사상은 그 기원과 바탕이 기독

교의 가르침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검토한다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는 이보다 더 강

력한 이야기는 없다. 그가 서 있고 다수의 현생인류가 서 있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모든 중요한 

3) 송용민, “소유와 존재의 삶의 방식에서 바라본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이정배, 박태식 외 5명 (2020),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

엔스의 미래인가?, 87-128. 115-128.   
4) 송용민 교수도 하라리가 인간의 상호인격성이 지닌 본성적 가치들을 너무 쉽게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송용민, “소유와 

존재의 삶의 방식에서 바라본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이정배, 박태식 외 5명 (2020),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인가?, 
87-12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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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정할 때 인본주의는 미래의 도전들을 함께 맞이할 

분명한 근거를 얻게될 것이다.  

기독교의 인간관은 또한 하라리의 개인주의적 인간관이 지닌 한계를 넘어선다.4 하라리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으로 보고 있다. 그의 이러한 개인주의는 그가 불교적 명상에 귀의해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관의 치명적인 오류이다. 하라리

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본주의의 오류이다.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집단

으로 본다.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본질을 동물적 본능으로 파악한다. 인본주의의 실패는 인

간에 대한 이러한 파편적인 이해와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며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현대적 해석인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은 성

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인격적 공동체이시다. 이것은 각 위격이 견고하고 구별된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각 위격은 다른 위격을 섬기고 사랑하는 본성을 갖

고 있다는 것이다.5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 역시도 인격적이며 공동체적 존재이

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만의 개성과 자유를 부여받았으며,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사랑함

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 이렇게 보면 인본주의의 인간관은 인간의 이러한 심오한 인간관을 

분해시켜서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동물적 인간관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인간관은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의 오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자유란 인본주의가 말

하는 것처럼 구속받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만이 아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의 

극히 일부분이다. 참된 자유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조건이며 능력이다. 인간이 사랑하기 위

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인격적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결코 자유를 사랑과 공동체와 떼어서 생각하지 않

는다. 인본주의는 그러나 벗어날 자유,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을 배타적으로 섬길 자유에만 주목

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오해였고, 이러한 오해를 그대로 철학화한 것이 근대적 자

유주의 사상가들이었다. 니체가 자유에 대한 이러한 오해의 극단이었다면, 그것을 비교적 온건하게 

주장한 사상가들이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이었고 경제사상가 아담 스미스였다. 그리고 그 

잘못된 자유론을 따라가는 호모 사피엔스들은 인간소외와 인간착취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가 인간을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도 인공지능의 도전 앞에 있는 현생인류가 인

5) 사회적 삼위일체론(Social Trinitarianism)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으로, 삼위일체 안의 세 위격의 

개별성과 인격성을 강조하면서, 일체성을 세 위격의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사회적 삼위일체론
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로 독일의 현대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이 있다. 그의 저서 『삼위일체와 하나
님의 나라』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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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고유한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라리는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의 본질을 정

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는다. 그러나 하라리가 시도하는 지능과 정신의 구분은 모호할 수 밖에 없

다. 더구나 하라리가 제시하는 것처럼 정신의 자기발견이 신체적 감각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체의 물질적 대사와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지를 주장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이해한

다.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영적 본질은 너무도 쉽게 인공지능의 전기적 신호나 지능적 탁월성과 분명히 구별되

며 호모 사피엔스의 본질을 다른 동물들과도 구별할 근거가 된다.       

2) 인류를 통합시키는 기독교의 윤리관

기독교의 윤리관 또한 이러한 공동체적 인간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기독교의 윤리 또한 하라리

가 주목하고 현생인류가 미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

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관은 인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인 

개인주의의 한계를 넘어선다. 마르크스주의나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문화권의 윤리인 집단주의의 

끔찍한 한계를 넘어서서 개인의 자발성과 인격적 존중을 옹호한다. 거기에는 강압성과 폭력성의 자

리는 없다. 또한 기독교 윤리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가르친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

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으며, 악을 미워하

신다. 하라리 이상으로 합리주의자였으며 과학의 철학적 기초를 정립한 임마누엘 칸트가 윤리의 참

된 가능성을 고뇌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윤리를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참된 자유와 함께 하나

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후의 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

혼은 불멸하다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칸트, 2019). 하라리가 강조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이다. 

3) 인류의 본성적 결함을 해결하는 기독교의 구원관

그리고 하라리와 현생인류가 꼭 주목해야 할 인간에 관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인간은 본성적으

로 악함에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인류의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하라리가 인간이 초래하

는 고통의 역사를 파헤치면서도 인간의 본성적이고 보편적인 악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놀랍다. 그

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악과 고통의 원인은 근본적으

로는 제도의 결함이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악함이 문제인 것이다. 이

것을 간과한다면 문제의 근원을 놓치는 것이다. 현생인류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



194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4호

김 성 원

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세계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라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지 못

했을까? 악과 고통을 일종의 무지로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는 죄와 악 역시도 허구라고 없는 것

이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자신의 삶이 그의 사진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참으로 

선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으로도 우리는 무지함으로 타인과 세상

을 괴롭힐 수 있다. 필자와 같은 학자가 타인에게 초래하는 고통도 있다. 만일 학자의 책에 담긴 주장

과 처방이 잘못되었다면? 만일 하라리의 진단과 제안이 필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라면? 

이러한 학문적 오류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손해와 심지어 해악을 생각해 본다면 “이 책에서 제시

한 모든 시나리오는 예언이라기보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이런 가능성들 가운데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자기 면책표현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라리, 2017:542). 기독교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과 한계로 인해 죄를 짓는다고 가르친다. 고통들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인간들의 죄의 

결과라고 가르친다. 타인이 저지른 죄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누군가

는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하라리가 주목하는 이 모든 고통의 참된 원인은 인간의 죄다. 기독교는 사

랑을 강조하는 만큼 사랑을 떠난 인간 실존과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강조한다. 싯달타가 본 고통에 

찬 세상의 모습은 정확했던 것이다. 그러나 싯달타나 하라리와 다르게 기독교는 그 원인인 죄를 직

시한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에 넘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어떤 대안을 주는가? 기독교는 이 

많은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기독교는 고통을 실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고통의 원인인 인

간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인간과 만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

결하는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 이것을 해

결한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2천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베들

레헴 마을에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가족을 섬겼으며 30세 경부터 3

년 정도의 기간동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과 죄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

들을 돌보며 가르치시다가 종교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체포되었고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

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극형으로 죽음을 당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시험받

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며 선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온

전한 삶을 살아내셨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재판을 받고 무고한 죽음을 당하셨다. 이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와 고통을 제거해 나가게 된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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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죄와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처방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라리가 깊이 공감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분

은 인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경험하시기 위한 삶을 사셨다. 싯달타가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가까

이에서 목격한 목격자라면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온 몸으로 체험한 분이셨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

수님은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다른 사생아로 인식되어 어머니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버림을 받

을 뻔 하셨다. 그는 길 옆에 있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곧이어 그를 죽이려는 살해의 위협을 피해 

예수님은 이방의 땅 이집트로 부모를 따라 도망하셨다. 그가 다시 귀국했을 때에는 변방의 시골 갈

릴리 나사렛에서 살면서 목수로 노동일을 하셨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시험

받기 위해 40일 밤낮을 굶으셨다. 그는 사탄의 강력한 시험과 유혹을 목숨을 걸고 견디어 내셨다. 그

는 결혼의 행복을 포기하시고 독신으로 사셨다. 그는 집 한 칸이 없으셨다. 그는 순회 전도자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셨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았고 산헤드린 국회

에서는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는 가까운 제자인 유다의 배신으로 밀고를 당하고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렸다. 그는 정식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간계로 억울하게 로마의 반역자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로마군의 채찍을 맞았

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사형장에서 결국 사형을 당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

을 받았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무게는 얼마였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그 결과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독특한 관점을 부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

가 “나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 인간의 고통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기독교의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그래서 기

독교는 고통의 문제보다 사랑의 문제를 우위에 놓는다. 따라서 기독교의 강조점은 한 개인의 고통의 

해결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타인과 세계의 고통을 짊어지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여

인이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 하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비유하셨다. 한 

생명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특성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제자들은 타인

을 위한 고통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돌이켜 예수님을 사랑

하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다

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사형을 당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고 결국 로마에서 목이 잘려 처형되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자신들의 고통의 제거가 아니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고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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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지능의 매스터 알고리즘이 될 기독교의 가르침

하라리는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호모 사피엔스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다. 인공지

능의 특이점이 언제 도래할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범용지능(AGI)을 갖는 순간, 인공

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미래의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소위 강한 인공지능(strong AI)

에 어떠한 관점, 어떠한 행동의 원칙을 코딩해야 할 것인가? 인간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원

칙이면 충분할 것인가? 그렇다면 악한 인간의 악한 도구로써 가공할만한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아

니면 개인주의적 인본주의 원칙일까?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자율 인공지능은 생각

만 해도 무섭다. 호모 사피엔스가 인공지능에게 판단과 행동의 기본으로 코딩해야 할 원칙은 기독

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체는 다른 개체들을 돌보는 존재이다.” “자유는 돌봄과 섬김의 

조건이자 수단이다.” “다른 개체에게 나의 판단이나 결정을 강요하지 말라”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경외하라” 이러한 윤리적 원칙이 호모 사피엔스와 인공지능 모두에게 필요한 미래 공존의 윤리가 

아니겠는가? 

III. 결론

이 글에서 우리는 유발 하라리의 역사학적 작업에 대한 비평을 시도해 왔다. 현생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려는 그의 학문적 작업은 매우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문의 분야

를 다루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하라리의 작업은 우리에게 현생인

류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었다. 이 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에 대한 하나의 중요하고도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뛰어난 학문적 공헌이라고 생

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작업의 곳곳에서 지나친 단순화와 지나친 과학적 유물론의 적용으로 인한 인

식의 한계들을 또한 볼 수 있었다. 그 하나가 종교에 대한 그의 피상적 이해이며, 또한 기독교에 대

한 그의 피상적 이해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의 학문적 작업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보게 되었다. 아쉽게도 이러한 모순들은 그의 학문적 작업의 완성도와 신뢰도에 의문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모순들의 배후에 있는 그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볼 수 있었다. 하라리가 가진 관점들의 

긴장은 그의 학문 전체에 논리적, 현실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끝으로 우리는 기독교가 현생인류의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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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은 기독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흔들리는 지금 인류가 미래를 준비하

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하라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

의 인간관과 윤리관과 세계관이 왜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도이기도 하다. 고통의 실재성을 고

민해온 하라리에게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고통의 실재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고통의 제거

를 찾는 하라리의 구도적 삶의 여정에 기독교는 고통의 근원인 죄를 제시하며 또한 그것의 진정한 

극복의 길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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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하라리에게 답하다

- 유발 하라리의 인류사 연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Answering Yuval Harari: A Christian Response to 
Yuval Harari’s Writings on the History of Homo Sapiens

  

논문초록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생인류의 역사를 추적하는 3부작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왔다.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성공비결로 유연한 언어능력, 특히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대규모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들었다. 화폐질서, 제국의 질서, 종

교와 같이 현생인류가 고안한 거대한 이야기들은 현생인류의 거대한 집단을 통일시켜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류의 협업을 끌어내는 이야기로 작동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

한다. 하라리의 학자적 탁월함은 장구한 인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단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분

석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현생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의 관점에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은 그의 지적 모험

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류사 전체를 다루는 하라리의 주장들은 지나친 단순화의 아쉬움이 곳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론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오해와 오류들을 안고 있어 학문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의 오

류 가운데 중대한 하나가 기독교, 더 나아가 종교에 대한 오류이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란 그가 키

워드로 삼는 거대한 이야기, 즉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분석에서 기독교는 유럽의 역

사를 한 때 지배한 거대한 허구 이야기로, 많은 문제와 모순으로 가득한 지난 이야기에 지나지 않

는다. 

이 논문은 기독교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하라리의 역사관을 비평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하

라리의 학문적 공헌과 함께 학문적 약점을 밝힌다. 또한 이 논문은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하라리의 

오해와 편견들을 지적하며 하라리의 역사이해가 가진 내적 모순들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 이 논

문은 하라리가 전망하는 종교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비평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

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시도한다.  

주제어: 유발 하라리, 기독교, 종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미래 

김 성 원 (서울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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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thematics education was claimed in the 1960s as academic autonomy as a science, 
it is defined as a comprehensive science and the practical purpose of improving the 
practical mathematics learning instruction is being pursued. Mathematics education 
is being understood in relation to related disciplines, and it is being conducted as a 
synthesis of other disciplines. 

The Christian perspective attempts to understand as a whole from a broader and deeper 
perspective the phenomenon of mathematics education. On the other hand, conflicts in 
the real world of mathematics education can be approache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discussion was structured around the following three discussions. First, what is 
a Christian perspective? And how can mathematical cognition be explained? Finally, 
an exploratory attempt was made on the structure of mathematics educatio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he Christian approach of mathematics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this academic 
approach, can contribute to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of mathematics 
education, It is hoped that it will provide a basis for exploring the principles of biblical 
mathematics education, the structure of mathematics education, elements of mathematics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mathematics education. 

Key words : Christian perspective, mathematical cognition, structure of mathematics 

education, christian approach of mathematics education

기독교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학 구조 탐색* 

Exploring the Structure of Mathematics Educatio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유 충 현 (Chunghyun 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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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수학교육학은 1960년에 이르러서야 국제수학교육위원회(ICMI)에서 그 학문적 자율성이 주장되

었고, 그 이후 과학으로서 수학교육학의 체계화가 이루어져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수학교육학

은 순수수학, 수학기초론, 응용수학, 심리학, 수학인식론, 수학사 등 많은 관련 과학 분야의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종합 과학으로서 그 연구는 전문가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과학이다. 여러 가지 관

련 과학 가운데 특히 수학과 교육학의 학문적 특성을 인식론적, 심리학적 기반 위에서 종합하여 수

학의 학습지도의 개선이란 독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과학인 것이다.(김

응태 외, 1984: 11). 김응태 외는 수학교육학의 성격을 종합 과학으로 보고하고 있고 그 목적은 실제

적인 수학 학습지도의 개선에 두고 있다. 인식론과 심리학적 기반위에 수학과 교육학을 종합한 수

학교육학은 좀 더 유관한 학문들의 종합으로 그 영역의 확장이 시도되었다. 히긴스(Higginson)는 

수학교육학을 수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을 꼭지점으로 한 사면체 모형으로 설명하였고, 나아가 위

트만(Wittmann)은 수학교육학의 핵심적 영역을 확장하여 컴퓨터공학, 수학사, 인식론, 논리학, 인

류학, 교육사, 교수공학과의 관계 속에서 수학교육학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제 학문적 접근 방식은 수학교육학의 초기에 탐색적으로 시도될 수는 있지만 각 학문 영

역에서 파악하는 특수한 개념범주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각 영역의 고유한 특정 사실을 

규정한다. 이때에 한 학문 영역은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이는 갈등과 파편화가 

초례될 수 있다. 수학교육의 학문적 이해인 수학교육학은 수학교육이라는 현상을 유관한 몇몇 분과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수학교육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더 깊은 시각

으로 ‘수학교육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수학교육학의 기독교적 접근은 이러한 제 학

문적 접근의 대안으로써 수학교육이라는 현상의 전체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학교

육의 존재가치를 올바르게 드러내기 위하여 수학교육의 모든 국면에서의 총체적 이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학교육의 실제에서 심각한 긴장을 야기하기도 하는 대립되는 주장들

을 기독교적 관점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다. 수학교육 현상의 전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과학으로서의 수학교육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학교육의 주체인 인간과 교과로서의 수학, 수

학교육의 과정에서 인간 행동, 수학교육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도덕적 관계뿐만 아니라 그 기초이며 

목적인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수학교육 현상의 각 개별적 문

제들 역시도 그 기초와 목적에 관련된 만큼 수학교육 현상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인 지식도 하나님

과의 관계와 무관한 별개의 수학교육적 지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천지 만물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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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사역, 그리고 이 세상의 재창조와 회복이라는 기독교의 관점은 과학

으로서의 수학교육이라는 현상에 초월적 차원을 전제하여 수학교육학에 통합적 구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수학교육의 실제에서 수학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받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수학을 왜 

배워야 하나요?’일 것이다. 이는 수학적 개념을 배우는 시점에서 그 원리와 법칙의 필요성이나 수학

에 대한 순수한 학문적 관심에 기인한 질문일 수도 있고, 이와 달리 ‘수학을 배우는 것이 내 삶에 어

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와 같은 개인적 필요에서 기인된 질문일 수 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수학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수학교육의 실제에서 무시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

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수학교육의 목적은 대체로 가치중립적인 목적과 외재적

인 목적이 주를 이룬다(임재훈 외, 2003).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학의 활용과 수학 학습에서의 흥미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학의 실용적 목적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더욱이 4차 산업시대를 맞

이하고 있는 현 시대적 수학교육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Ernest, 1991). 그 목적을 외재적 측면에

서 실용적인 목적 혹은 가치중립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그 목적의 혼란과 무의미를 조장하며 

효율성과 경쟁을 부추겨 수학교육을 더욱 비인간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으로 창조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독교적 관점은 수학교육의 목적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학교육의 실제에서의 대립되는 갈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할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은 종교,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교육,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

다. 교육학에서도 기독교적 관점으로부터 그 의미와 시사점을 이끌어 내는 심도 있는 논의들이 진

행되어 왔지만 수학교육학 분야에서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다. 특정 교과교육학 분야인 ‘수학교육

학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수

학교육학의 구조는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를 탐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기독교적 

관점은 수학교육이라는 현상을 더 넓고 깊은 시각으로 ‘수학교육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 수학교육의 실제에서의 갈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기독교적 관

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수학적 인식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독교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학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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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독교적 관점 

우선 ‘기독교적 관점이란 어떤 것인가?’ 단지 초월적인 신을 전제하고 창조론을 옹호하는 입장에 

선다면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한 활동들 모두를 기독교

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을까? 우선 ‘오늘날

의 기독교적 현상’을 분석해 볼 수 있고,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장된 의견들을 귀담아 들을 

수도 있으며, 그 근거를 제공하는 몇몇 성경구절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더 풍성한 문맥과 

이야기를 제공하는 구약의 창세기의 창조 기사나 출애굽의 사건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구속이나 

사도의 가르침에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라면 그 절정은 하나님 아들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이다(Robert Weber, 2012).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면서 동시에 옛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의 전환점이며 시간의 기준임을 보

여준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님

의 구원 역사를 들은 사람들의 첫 반응은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행 2:12)”고 놀라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들은 메시지의 핵심

은 선지자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근거하여, “너

희가 십자가에 못 받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행 2:36)”는 것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새로운 관점의 주된 내용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 활동해 오시며 지

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구약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야가 

왔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현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행2:37)”는 것이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오순절에 새로운 관점을 수여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다. 니케아신경에 따르면 ‘성령은 모든 피조물의 원천이자 근원인 생명의 수여자시다’

는 점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게 된다. 

성령은 인류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

는 점에서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일 수밖에 없다. 성자 하나님도 그러하시듯이 성

령 하나님도 창조의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 역사하시며, 그 이후 오순절 날에도 이 땅에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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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사하심을 보여준다. 만물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서 함께 역사하신 동일한 성령께

서 이 세상의 회복과 재창조 그리고 완성의 과정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한정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행 2:4)” 각자의 방언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창조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다(마 28: 

18-20; 빌 2:10-11; 골 1:19-20).

기독교적 관점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에서 그 절정이 도달되었으며 전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 천명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오

순절에 성령의 깨닫게 하신 새로운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역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제할 수 없는 동시에 인간의 구원과 창조의 회복과 관련

하여 실제성을 제거할 수 없다. 기독교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학의 구조 역시 기독교적 관점에 함의

되어 있는 이러한 이중적 구조라는 틀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그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전문적인 특정 시각에서 현상을 바라보길 좋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우주를 통일된 전망으로 조망한다. 현대의 전문가들은 자기만의 이해와 자신의 관점에서 자아의 세

상을 창조하느라 분주한 나머지 천지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관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더욱이 기독교인조차도 성경을 문학 비평적 해석과 역사적 검증의 대상 그리고 신학

적 관념체계로 보고 편파적 분석에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은 천지만물을 아

우르는 전체적인 조망이며 성경의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다루지는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서로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점임을 보여준다(Spear, 2001).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체적으로 잘 요약하고 간명하게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살펴

보는 것이다. 그 시작과 완성을 이루는 창조와 재창조 그리고 그 절정을 이루는 성육신이라는 핵심

적인 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는 문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구조인 창조-타락-구속으로 설명하고 있다(송인규 2008; Walsh & Middelton 2005). 이러한 전통

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에서는 시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소 강조된다는 인상을 준다. 웨스

트민스트 신앙고백서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이 보여주듯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작정과 구

속의 최종적인 완성도 이와 함께 강조되어질 필요가 있으며(김학모 2019), 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속사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을 모두 포함

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 시작-완성을 의미하는 창조-재창조, 그리고 그 절

정을 이루는 성육신을 중심으로 기독교 관점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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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조-재창조

기독교적 관점은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성경의 계시된 하나님은 삼

위 하나님으로 교회는 고백해왔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인격적인 존재이신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

의 관계에 참여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 자신과 공동체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셨다(Michael Reeves, 

2015).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보다 앞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인 인간과 

교제하는 장소인 세상을 창조하셨다. 선하게 창조된 세상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

며 특별히 에덴동산은 인간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형상

인 인간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인간들 상호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만드

신 모든 피조물과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에덴동산의 인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일하심

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에덴동산에서 그려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인간

과 하나님의 관계를 변질시켰다. 죄는 단지 부도덕한 행위나 선의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고의적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죄악의 결과는 사망이다. “한 사

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다(갈 3:16; 창 12:1-3).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메시아, 즉 모

든 피조물의 주권자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

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모세는 죄와 사망 가운데 속박당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으로부

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히 3:1-6),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 과정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그 사망의 저주로부터 낙원으로 회복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

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림자이다(히 2:5-18). 하나님께서 이

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

심을 예표 한다면(요1:14),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세우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본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두시기 위해 부름 받은 신자들의 모임 곧 교회의 모형이다(벧전 2:9-

10). 이와 같이 구약과 관련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이해될 

수 있다(눅 24:27). 첫 사람 아담의 죄악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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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

인이 되리라(롬 5:19)”. 하나님의 메시아인 둘째 아담을 통해 저주의 십자가 나무는 온 세상에 새 생

명을 가져주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1-22)”.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피조계를 구속하시며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낙원을 완전하게 회복할 

둘째 아담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신 말씀이시다(요1:14).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결

코 회복된 낙원을 가져올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저주를 감

당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을 무찌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를 이루셨다. 그리스

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재창조는 낙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피조물의 온전한 구속을 위하

여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 세상에 가져오시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심

으로 완성될 것이다.  

 2. 기독교적 관점의 핵심인 성육신

기독교 관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만유의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초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관점은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그 핵심을 찾을 수 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으심이다. 성

육신 사건의 의미는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타락과 관계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과 하늘 보좌의 영원한 중보사역 그리고 재림을 통해 완성, 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낙원

의 완전한 회복과 관련된다(Michael Reeves, 2016).

삼위 하나님 간에 사랑의 교제에 참여시키고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

해 그 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

고 타락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다. 하나

님이 친히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서 인간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인간의 모든 반역과 죄악을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대속하셨다. 

성육신에서 창조와 구속은 서로 결합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육신을 사도신경의 세 번째 조항

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했다. 성육신은 하

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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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 이루어졌다(요1:14). 니케아 신경(325년)에서는 성육신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님의 독생자, ...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설

명한다. 칼케돈 신경(451년)에서는 성육신을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연합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 

두 본성은 혼합도 없고, 변화도 없으며, 분리도 없으며, 양성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하여 결코 없어

질 수도 없으며, 각 본성의 속성들이 한 위격과 한 본체 안에서 둘 다 보존하고 함께 역사한다. 그리

스도는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한 동일한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말씀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과 함께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29)영원한 구원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3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그분은 성부의 본질로부터 창세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모친의 본질로부터 시간 안에 나

신 사람이십니다. (32)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은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신으로 구

성되셨으며 ... (34)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아니라 한분 그리스

도이십니다. ... (36)분명 본질의 혼동에 의해 하나 되신 것이 아니라 위격이 하나이심으로 하나이십니다. 

(37)왜냐하면 영혼과 육신이 한 사람인 것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 

(42)이것이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반역과 모든 죄악과 저주를 자신의 것으로 삼

아 해결한 것이다. 한편으로 인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의 임재는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로는 설명될 수 없다. 동정녀 마리아

의 태에서 잉태되실 때뿐만 아니라 메시야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서도 역시 

참인간 예수 안에서의 신성은 결코 분리되어 않는다. 그리고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구속의 완성하

실 재림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켜 설명될 수는 결코 없다. 또 

다른 한편 인성의 현존 역시 예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분리시켜 

설명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서 예수의 인성은 신비롭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

어 있기 때문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과 옛 세상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세상으로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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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

심이라(엡 1:9-10).”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통일과 변혁은 세상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회복하기 위

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한 새로

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수학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의 창조물이

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수학교육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 있다. 

III. 수학적 인식

우선 수학교육의 구조를 탐색함에 있어 수학적 인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학적 인식 그 자

체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1781)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 수학의 입

장과는 달리 칸트에 따르면 수학은 순수 수학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수학적 인식은 실재에 대한 탐구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다(Carson 1997; Campbell 2002). 수학과 

실재 세계와의 연관을 선험 철학의 입장에서 본 칸트는 수학적 인식에는 오성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실재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학의 필연성과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선험적 직관

의 주관화로 전환한 칸트의 수학적 인식에 관한 설명은 그 당시의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시켰다고 

평가된다(김용정 1996; 한자경 1992).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증명한 사람은, 탈레스건 누구이건 간에, 이때 까지 없었던 새로운 빛이 그의 

마음 속을 비추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가 알아낸 ‘올바른 방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실물 또는 실물

이 없는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개념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거기서 도형의 성질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

험적, 즉 경험적 인식 이전에 스스로 형성한 개념들 속에 필연적으로 함의되어 있는 내용을 끌어내고 그 

내용을 자신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도형 속에 다시 집어넣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경험적 인식 이전에 무엇

인가를 확실히 알려고 하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에서 필

연적으로 따라오는 성질 이외에 어떤 것도 도형에 집어넣지 말아야 한다(Bxi-xiv).

수학은 ‘사고방식의 혁명’을 통해 ‘학문의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었다. “기하학자가 도형을 다룬

다는 것은 ... 계속해 나가 추리들의 연쇄를 통해 항상 직관의 인도를 받아 문제를 완전히 명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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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동시에 보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이른다(B744)”. 일반적으로 이 사고방식의 혁명을 자연과

학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에 빗대어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이라고 부른다(Copleston, 1986: 69). 칸트는 ‘인식이 대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대상

이 인식을 따른다’는 입장을 가져야 비로소 ‘학의 안전한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며 그 근거를 수학에

서 찾는다(Carl, 1992). 칸트에게 있어 기하학은 결코 도형을 직접 관찰하여 경험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경험적 인식 이전에 개념들 속에 필연적으로 함의되어 있는 내용을 끌어내고 그 내용을 자

신의 머릿속에 그리는 도형에 다시 집어넣는 것이다. 즉, 기하학은 이성이 대상 속에 집어넣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거나 이성을 안내자로 삼아 자연에서 찾아낸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경험적 인식 이

전에 스스로 형성한 개념들 속에 필연적으로 함의되어 있는 내용을 끌어내고 그 내용을 자신의 머

릿속에 그리는 도형에 다시 집어넣는 것”이라는 칸트의 말은 수학이 다름 아닌 이성 그 자신을 기

준으로 하여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칸트는 수학적 인식을 감성과 오성 그리고 이성이라는 세 수준으로 설명한다. 칸트의 세 수준의 

인식 모두는 각각의 내용과 형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그 형식은 감성과 오성 이성이 인식의 각 

수준을 나타내는 만큼 상위 수준의 인식은 하위 수준의 인식의 결과를 내용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수학적 고찰은 직관으로 서둘러 나가 거기에서 개념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그러

하되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험적으로 제시한, 다시 말해 선험적으로 구성한 그

러한 직관에서 고찰한다(B742).” “수학적 인식은 개념들의 구성에 의한 이성 인식이다. 개념을 구성

한다는 것은 그 개념을 상응하는 직관을 선험적으로 현시하는 것을 말한다(B744).” 감성 수준의 인

식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을 감각 질료라는 내용에 적용함으로써 직관을 산출한다. 여기서 내

용은 감각 질료로서 대상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형식인 시간과 공간은 감성의 주관적 조

건이다. 오성 수준의 인식에서는 범주라는 형식을 직관이라는 내용에 적용함으로써 개념을 산출하

고 그 개념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현상을 판단한다. 여기서 직관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의 주관

적 조건을 감각질료에 적용한 결과로 가지게 된 오성의 내용이라면, 그 형식인 범주는 개념이라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성의 주관적 조건이다. 따라서 수

학적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오성의 주관적 조건으로서의 범주가 인식주체에 있다고 보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직관은 감성의 형식에 의하여 일차적 통합을 거쳐 형성된 것이지만 오성의 

형식인 범주에 의하여 재통합되지 않는 한 결코 수학적 개념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 개

념은 범주에 의해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대수학에서는 ... 양 일반의 모든 구성을 나타내기 위

해 어떤 기호를 채택한다. 양의 보편적 개념을 양의 서로 다른 관계를 따라 기호화한 후에 양의 생

성되고 변경되는 모든 조작을 보편적 규칙에 따라 직관에서 제시한다. ... 그렇게 함으로써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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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상들 자신에 대한 시각적 또는 기하학적 구성에 의해 얻은 결과를 대수학은 기호적 구성을 통

해 얻게 된다(B745).” 수학적 개념에 상위 수준인 이성이 관계한다. 칸트에 의하면, 이성은 오성의 

개념과 판단에 관계한다(B363). 이성은 오성의 다양한 인식들에 최고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이상으로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문제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최상의 인식능력으로 규정된다

(B355). “이념은 오성으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지향하도록, 다시 말해서 오성의 모든 규칙들의 방

향이 어느 한 지점으로 수렴되도록 이끈다. 이때 그 지점은 다만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전

적으로 가능한 경험의 한계 바깥에 있으므로, 오성의 개념이 실지로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

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성의 개념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통일성’과 ‘최대한의 확정’을 

성취하도록 해주는 것이다”(B672). 이와 같이 이념은 한편으로 수학적 개념을 구성하는 일을 하면

서,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개념으로 하여금 이념 자신을 지향하도록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다. 즉 이념은 수학적 인식의 구성 과정에서 개념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통일성과 최대한의 확장성

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그 개념들이 이념을 지향하도록 이끈다. 수학적 인식은 이념이 개

념에 관계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이념이 수학적 개념에 관계한다는 의미

이며, 수학이 다름 아닌 이성 그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성립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학적 개념을 가르치는 수학교육의 실제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념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

가?’하는 것이 수학교육의 관건이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 개념에 관계한 이념은 어떻게 구현되는

가? 칸트는 수학적 인식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역할을 중요시하면서도 이념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은 이념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설명할 뿐이지 이념의 실현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인식에서 이념과 개념이 별개의 실체가 아니며, 수학적 개념

의 성립과 이념의 실현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념은 수학적 개념으로 표현되는 

동시에 수학적 개념은 이념을 실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념이 수학적 개념에 관계함으로써 그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념이 수학적 개념에 관계한 결과로 

그 자신을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실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그 이념을 실현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학적 개념을 공부하는 

것은 이념을 실현하는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념의 구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칸트에 있어 이념은 수학적 인식이 구성되기 위하여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논리적 가정이

다. 이념을 맥락에 따라 도덕성, 자연의 합목적성, 자유 등으로 말하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

학적 개념에 관계하는 이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념은 수학적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논리적 가정인 만큼 수학적 개념과 이념은 필연적 관계라고 불 수 있다. 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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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에서 제5장 2항 “하나님은 제 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

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방식

을 살펴본다면, 이념이 수학적 개념의 논리적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식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수학적 인식은 창조와 재창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1647)에서 제5장 하나님의 섭리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제 1항,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

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제 2항, 제 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 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

게 또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제 3항,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

들을 초월하여 ...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수학교육을 수학적 개념과 이념의 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수학적 인식은 원칙상 이념을 논리적 

가정으로 하여 성립하는 만큼 수학적 개념을 가르칠 때에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그 이상의 것도 전달한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배우는 학생에게 단지 수학에 대한 지식 정보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재창

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현함으로 그 학생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

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학을 가르칠 때에 수학교사와 학생은 수학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의 창조와 재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

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주고받는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달리 만약 이념이 배제된 수학적 개념만을 수학교사가 가르친다고 가정해 하자. 수학교사가 

수식과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학생이 그것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답을 구할 

수 있다면 수학교육은 훌륭히 이루어진 것이 된다. 이러한 수학교육은 수학 지식의 전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고, 그런 만큼 이념이 배제된 채 수학적 개념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수학교육은 수

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의미 있는 목적을 밝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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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학교육학의 구조

현 시대에 수학교육의 가치중립적 성격과 외재적 목적 추구와 실용주의가 유행하고 있지만 오

늘날도 여전히 수학교육이 내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한대희 

2000; Freudenthal, 1968). 수학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밝히는 일은 수학교육의 의미를 드러내는 

일이며 교과로서의 수학내용과 그 함의된 의미를 찾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수학교사가 수학

적 개념을 가르치고 학생은 그것을 배우는 수학교육의 과정은 실제로 표현된 수학 지식의 심층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의 변화 과정인 만큼 성격상 수학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위한 자리로서, 관찰 가능한 현상적 차원과는 다른 초월적 차원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기독

교적 관점에서 수학교육학의 구조는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 앞서 2장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

펴보았듯이 창조와 재창조 사역에서 드러난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속성과 함께 수학을 포함한 

천지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결과인 현상적 차원 모두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

이 창조와 구속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이며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점에서 이중적 구조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3장 수학적 인식에서 논의한 대로 수

학적 개념은 직관에서 출발하여 개념의 구성에 의한 것이며 수학적 개념이 논리적 가정으로 이념이 

함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학의 구조는 초월적 차원과 

현상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적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수학교육학을 이중적 구조로 

파악하는 것은 수학교육 현상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하나의 특정 범주로 고립시키는 분절화된 

이해와는 달리 수학교육의 전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학교육 현상의 전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초월적 차원과 현상적 차원이라는 이중적 구조는 원칙

상 법칙의 존재에서 파악될 수 있다. 학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법칙아래에 있는 것이다. 

수학교육이라는 현상의 학문적 연구 역시 학문의 속성상 법칙이 있음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렇다면 수학교육학은 그 현상이 드러나는 국면들의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법칙은 

그 국면이 존재하게 하는 필연적인 기초이며, 이러한 국면의 법칙 의존성은 원칙상 법칙이 적용되

는 국면과 법칙 그 자체와의 구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적 구조의 형태를 보여준다. 수학교육에

서도 현상적인 차원과 초월적인 차원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법칙은 수학교육

이라는 현상을 제 학문적 탐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국면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국면

은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20세기 화란에서 시작된 신칼빈주의로 불리는 칼빈주의 철학은 

모든 학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장하였고 특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

계로 법칙을 인식하며 기독교 철학을 제안하였다. 그 법칙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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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얼마나 많은 국면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차례에 따라 

다양한 국면들을 제안한 바 있다(Spear, 2001). 수학이라는 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인간의 교육적 

활동, 즉 수학교육이라는 현상에 이러한 국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수학교육 현상

의 구조와 수학교육학의 구조에 관한 논의들(Higginson, 1980; Wittman, 1995; 유충현 2014)에 비

추어 본다면 수학교육학의 구조는 다면적인 국면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로 수학교육 현상에는 시간-공간적 국면이 존재한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다. 피조물인 수학 역시 창조의 질서와 더불어 시작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수학교육은 시간과 공간

이라는 창조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다. 수학교육은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발생한다. 수학교육 현상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기초적 국면을 고려한 모든 대상은 

수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수학교육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수량적 차이는 어떤 대상에 대한 근본적

인 특성임을 가르쳐준다. 학급별 수학교육에서의 적절한 학생 수나 교육과정상 수학 시수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수량적 국면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수학교육에서 탐구 대상들은 서로의 공간

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학수업에서의 학습 형태와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 등이 수학교

육의 공간적 국면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수학교육 현상에는 자연과학적 국면이 존재한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

조의 질서를 보존하시고 만물의 질서에 대한 약속을 노아 언약 가운데 주셨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가 너와 및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두

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창 8:22; 9:12-13).” 이는 땅과 모든 생물이 하나

님께서 주신 노아 언약 가운데 보전되며  땅과 그 생물에 적용되는 그 법칙은 물리-화학적 국면과 

생물적 국면 그리고 심리적 국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수학의 대상이 되는 자연

과 수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사와 학생은 물적 성질을 이루는 물리-화학적 국면과 마음의 과학적 

법칙이 적용되는 심리적 국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수학교육에서 다루는 다양한 모형과 교구 역시 

어떤 물리적 속상과 화학적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로 인해 조작

이 가능하며 그 운동 원리들을 수학교육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물리적 국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학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수학교사 역시 유기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생물적 국면을 가

지고 있다.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과 관련된 뇌의 신경조직을 연구하거나 뇌파에 따른 

수학적 능력의 변화라든지 감각 기능과 관련을 맺는 생물학적 신경구조와 수학적 능력의 관련성을 

보여주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수학교육 현상에는 심리적 국면이 있다. 만약 수학수업에서 어떤 모

욕감을 느낀 교사나 학생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수학교육에 모종의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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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련이다. 어린 아동일수록 심리 감각적 국면들이 두드러질 수 있다. 수학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교사의 태도에 따른 수학학습의 정의적 측면이나 수학불안과 같은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

며 수학교육 심리학 분야는 이러한 수학교육의 심리적 국면에 대한 연구에 속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셋째로 수학교육 현상에는 언어적 국면으로 개념-분석적 국면과 기호-상징적 국면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으며 언어로 기록된 말씀인 성

경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셨다(창1:1; 요1:14; 딤후3:16).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

을 알고 그분을 알리라고 주셨으며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이 알고 표현하게 

하셨다. 수학의 언어적 측면에 비추어 본다면 수학적 개념은 인간이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또

한 논리적으로 체계화 시키고 재개념화 과정을 거쳐 발달되었다(Eves, 1978). 수학의 문자와 기호

는 비교적 한계설정에 있어 자유롭고 표기에 있어서 엄밀성을 가지고 있다. 수학학습 역시 수학적 

맥락에서 출발하여 그 분석된 요소를 개념화하고 그 방법을 반성함으로써 수학적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현재의 수학교육 연구에서 있어 이러한 개념-분석적 국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개념-분석적 측면이 수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학교수학에서 수

학적 원리의 개념-분석 연구라든지, 수학교수 현상의 분석적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수

학교육 현상에는 기호-상징적 국면이 있다. 전통적인 고대 수학은 순수한 수학적 개념보다는 자연

에 함의된 모종의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식과 기호로 사용되어 왔다. 수학 기호의 의미

와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은 수학교육에 있어서 언어적 국면의 중요한 부분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수학을 자연의 언어로 생각하여 왔다는 점에서 수학적 개념의 의

미를 찾고 현실에 적용되는 실례들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수학교육의 언어적 국면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넷째로 수학교육 현상에는 역사적 국면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속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드러내셨다. 그리스도 얼굴에 비추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

식은 에덴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

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성장하였다. 수학 역시 기초적인 개념

의 발생과 발달을 거쳐 좀 더 엄밀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역사적 국면으로 인해 인간

은 수학과 수학교육의 세계를 형성하고 각 시기에 따라 수학을 발달시키고 전수하는 과정에서 수학

교육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우정호 2010). 이러한 역사적 국면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문화일 것이다. 수학교육의 역사는 성장과 발전을 하면서 하나의 정신적적 유산을 형성하고 전수하

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거시적인 수학사 및 수학교육사 연구와 미시적인 수학적 개념의 발생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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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발달에 대한 연구가 바로 수학교육의 역사적 국면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수학교육 현상에는 사회적 국면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공동체를 거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를 주셨으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다. 수학교육 역시 항상 수

학교사와 학생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구성원들의 상호협조와 협력에 의해 유지된다. 수학적 

개념의 발견 역시 수학자 사회의 협의와 검정을 거쳐 공식적인 지식으로 인정받는다. 개인적인 수

학적 개념의 발견은 그 사회의 공적인 승인과 수학교육의 교과내용으로 가르쳐지면서 그 보편적인 

성격이 사회에 인정되어 왔다. 수학교육 현상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 혹은 공적 차원에

서의 지지와 확대는 수학교육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에 대해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호혜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수학교육에서의 모둠 학습이나 협력적 문제해결 교육과 같은 사회적 구

성주의 수학교육 연구들은 수학교육 현상의 사회적 국면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로 수학교육 현상에는 경제적 국면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전14:40). 수학은 현상의 질서를 파악하고 그 효율성을 높

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발전되어 왔다.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효용성의 측면에서 수학은 활용된다. 수학적 표현과 공식들은 이러한 수

학의 효용성으로 인해 더욱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에까지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

태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경제학 그리고 공학 등에 실용적으

로 사용되는 수학적 기법이나 개념뿐만 아니라 제도적 상황과 학교수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용

성과 효과성은 수학교육의 경제적 국면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일곱째로 수학교육 현상에는 미적 국면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

았더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창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진리와 함께 미

에 대해 끊임없이 추구하여 왔다. 대칭이나 조화 그리고 균형과 비례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름

다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 역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학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악과 미술의 관련한 수학교육적 활동은 아름다움의 조화에 대한 가치를 학생

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학교육의 미적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학교육의 다양한 국면들은 수학교육이라는 현상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는 다면 구

조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는 수학교육 현상은 다양한 국면

의 이면으로서 각 국면들을 가능하게 하는 각각의 법칙이 요청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각의 법칙

을 가진 수학교육 현상의 다면적 국면은 초월적 차원과 현상적 차원의 상징인 법칙을 프리즘으로 

한 이중적 다면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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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 현상의 전체성은 수학교육의 현상의 다양한 국면과 법칙, 수학교

육의 구조, 수학교육의 의미와 목적 등을 탐구함으로 수학교육 현상의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

다. 기존의 수학교육 심리학,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교육 교수법, 수학교육 사회학, 수학교육 공학 

등은 수학교육의 각각의 국면들을 탐구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학은 초월적 차원과 

현상적 차원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전제로 하여 수학교육 현상의 다양한 국면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중적 다면 구조의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학교육 현상의 각 국면에 있어 이 상호 법

칙들 간의 관계 때문에 각각의 국면은 자체로 수학교육 현상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지만 어떤 한 법칙이 절대화 하거나 그것만으로 모든 수학교육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오류에 빠

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심리적 국면을 절대화하여 수학교육 현상의 모든 국면을 심리적 양상

으로 파악하는 것은 심리주의이며 이는 모든 수학교육 현상을 일체의 심리적 현상으로만 파악하게 

되어 다른 국면들을 간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심리주의는 수학교육 현상의 다양한 국면들과 관련

된 모두 비심리적 법칙들을 심리학적으로 환원하게 되는 오류로 귀결하게 된다. 만약 수학교육 현

상의 어느 한 국면이 절대화된다면, 이러한 절대화는 수학교육학에서 근본적인 갈등을 초례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학의 이중적 다면 구조는 각 국면들 전체를 고려하

되 조화롭게 고려함으로 수학교육의 각 국면의 개별적 특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수학교육 현상의 전체적인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 수학교육 현상의 각 국면들은 모

든 국면과의 상호 관련을 전제로 하며 각 국면의 법칙은 그 내부 구조 속에 조화와 질서를 반영하는 

만큼 수학교육 현상의 모든 국면들은 한 방법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된다. 어떤 의미에서 각 

법칙은 수학교육 현상의 전체성의 거울들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거울은 고유하며 각각의 법칙을 이

루는 국면들 안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학은 수학교육 

현상의 각 국면들이 아무렇게 쓰러진 나무처럼 혼란스럽게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교육 현상의 

다면적 국면들 사이의 조화와 질서를 보여주는 이중적 다면 구조라는 형태를 통해 수학교육 현상의 

전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V. 나가는 말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와 재림 이전의 어느 시점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실현하셨고 성육신과 십자가과 부활하

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지금 온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을 통치하시고 계신다. 이후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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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물의 구속과 하나님의 낙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된 낙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친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회복과 완성을 

지금 여기의 수학교육에서도 소망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뜻

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9-10)”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중에서도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오순절 날에 임하셨고 

여전히 현재도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된다(행 2:3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을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의 선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새로운 관점, 즉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세상의 창조 시에 수면에 운

행하시며 만유에게 생명을 주신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구속의 완성을 소

망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수학 교육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따라 회복과 

완성으로 진행되는 곳이다. 기독교 관점에서 본 수학 교육은 하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하신 일

과 방법과 그 목적과 약속을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관련하여 상기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

해 보고 적용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

심에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편으로 수학교육을 수행하는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수학교육은 수학교사가 표현된 수학 지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지식을 

통해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배우게 하자는 과정이라면 그 성격상 관찰 가능한 현상계와

는 다른 그 기초와 목적을 위한 자리로서 초월적 차원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수학교육이라는 현상

의 전체적인 이해는 현상적 차원뿐만 아니라 초월적 차원이 요청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수학교

육 현상의 전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학의 구조는 초월적 차원과 현

상적 차원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전제로 하여 수학교육 현상의 다양한 국면을 드러낼 수 있는 이중

적 차원의 다면 구조라 할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학은 수학교육 현상의 전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수학교육의 원리, 수학교육의 구조, 수학교육의 요소, 수학교

육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스도인 수학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수학교육에서도 벨직 신앙고백서(1562)의 2항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고

백할 수 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 그 우주는 매우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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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책과 같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0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우주 안에 있

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말하자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지각하도록 인도하는 수많은 글자들과 같다. ...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

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 이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으로 아주 분명하

고 충분하게 그분 자신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실 구속의 완성을 소망하며 수

학교육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 ‘수학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리스

도인은 웨스트민스트 소요리문답(1647) 1문답을 따라 답할 수 있다.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

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독교 관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

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수학교육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높아져야 한다. 수학교육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

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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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학 구조 탐색* 

Exploring the Structure of Mathematics Educatio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수학교육학은 1960년대에 학문적 자율성이 주장되며 과학으로서의 수학교육학을 그 성격으로 

하여 종합 과학으로 규정되며 실제적인 수학 학습지도의 개선이라는 실제적인 목적이 추구 되고 

있다. 이후 수학교육학은 수학과 교육학의 종합에서 시작되었지만 관련 학문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

학교육학을 이해되고 있으며 제 학문과의 종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은 수학교육이라는 현상을 더 넓고 깊은 시각으로 ‘수학교육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

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 다른 한편 수학교육의 실제에서의 갈등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 세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기독교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수학적 인식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독교 관점에서 본 수학교육학의 구

조에 대하여 탐색적 시도를 하였다.

수학교육학의 기독교적 접근은 이러한 제 학문적 접근의 대안으로써 수학교육이라는 현상의 전

체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수학교육의 원리, 수학교육의 구조, 수학교육의 

요소, 수학교육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기독교적 관점, 수학적 인식, 수학교육학 구조, 기독교적 관점의 수학교육

유 충 현 (한남대학교)

논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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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sychosocial pains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during the process of mourning due to the death of beloved ones, and to 
present a Christian social work perspective and practice strategies to support the recovery 
of those in this proces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lthough loss and grief are life events 
that everyone experiences at some point in life, in the cases of traumatic loss due to sudden 
accidents, disasters, suicides, and etc., grief process can be complicated by experiencing 
various kinds of physical, emotional, behavioral symptoms, and social problems. In addition, 
the perspectives and values toward the world of the people in these situations could change 
negatively and they could experience great difficulties in adapting to their lives after the 
loss. Thus, social support is essential for people going through these processes. Based on 
examining the essential models, theories, and treatment methods explaining the grief 
process, this study suggested various kinds of assistant tools for grief recovery to counselors 
such as individual, group, family, and online counseling to help people readapting to their 
lives after loss. This study suggests these programs by utilizing the Christian world view as 
well as the perspective and methodology of social work practi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provide guidelines on grief counseling to clinical social workers, pastoral 
counselors, and family counselors who meet clients in grief process at various practice 
settings in the community, and also various ways to support grievers are sought. 

Key words : Loss, Grief, Grief Recovery, Grief counselling, Christian Soci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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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원을 떠나보내는 사별의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영적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

는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Malkinson, 2007; Prieto, 2011; Simpson, 2013). 특히 사랑

하는 사람의 죽음이 예정되거나 준비된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 그 배우자나 부모, 자녀,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지인들이 경험하는 고

통과 혼란은 상당하며, 이에 잘 대처하고 사별 이후의 변화된 삶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잃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어(최웅용 외, 2004; 박기묵, 2015) 이들에 대

한 전문적인 지원과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도움이 절실하다. 

사별로 인한 상실과 그 이후 슬픔의 과정인 애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애도의 과정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분되는 정서적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Parkes와 Bowlby는 이러한 애도의 과정을 첫째, 무감각과 부정, 둘째, 고인에 대한 갈

망, 셋째, 우울과 무감각으로 표현되는 혼란과 좌절, 넷째, 변화된 현실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익

히는 재조직, 즉 회복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Bowlby, 1980; Parkes, 1985; Malkinson, 

2007). 이는 사별은 초기 큰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

의 삶에 다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변화된 삶에 적응하는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사별 이후 고인이 없는 삶에 다시 적응하며 살아가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 즉 

애도의 과정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개인적 차이가 있으며, 대개 자연스러운 애도반응의 경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ar, 2010). 그러나 개인에 따라 사별이후의 삶에 적

응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별과 애도를 주제로 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원과 사별한 

경험이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별 및 애도과정의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이경미·최연실, 2015; 안유숙, 2016; 김가득, 2017; 서청희·이성규, 2019). 해외의 애도 관련 연구들

이 애도과정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복합비애(complicated grief)에 대한 개념화와 이에 대한 치료방

법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된 것과 비교할 때 사별자에 대한 지원, 애도과정

에 필요한 치료나 개입을 주제로 한 실천연구가 국내에는 많이 부족한 편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실천분야는 인간이 직면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며, 이를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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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별 이후의 삶에 재적응하는 과정을 지원해주는 실천현장

의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며, 자살유가족이나 세월호 유가족을 지원해주는 일부 프로그램들이 비

교적 최근에 개발되었을 뿐 지역사회 내에서 사별로 인한 상실의 고통과 애도과정을 잘 다루고 사

별 이후의 변화된 삶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실 경험들 가운데 특히 사별은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마지막 

과정과 필연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이 경험하는 다른 어떤 심리사회적 문제들보다 인간

의 영적인 부분,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 내세에 대한 믿음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

다. 그러므로 사별 이후 정서적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고인이 없는 변화된 삶의 많은 영

역들에 사별자가 재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재적응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과 기술이 통합적으로 적

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일부 교회에서는 사별자 모임을 진행하여 교회 안에서 사별자들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기독교 신앙을 지닌 

사별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앙생활이 이들의 슬픔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사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신앙공동체는 돌봄과 상담을 제공하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

였다(이창규, 2017). 또한 성경적 관점에서도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 대한 위로

와 회복에 대한 말씀1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고치며, 그 상

처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며, 성도로서 우리의 역할은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성

취될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별로 인한 상실과 애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적인 신앙과 사회복지

실천을 접목한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제시해보고자 한

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간의 보편적 경험 중 하나이지만 정서적 고통이 해소되지 못

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는 상실과 애도의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는 개인

과 그 가족들을 지원해주는 기독교적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1)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시편 147: 3)”,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이
사야 61:1)”,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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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별과 애도

1. 사별이후 경험하는 애도반응과 상실

사별이란 죽음으로 인해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을 의

미하며, 상실(loss)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서 관계, 역할, 직업, 경제력 등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사별로 인한 상실은 이전의 

상태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영구히 변화된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서 큰 정서적 고통을 야

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실에 대한 내적 정서적 반응들로 복합적인 정서적 경

험을 애도(grief)라 할 수 있다(Stroebe & Stroebe, 1987; Malkinson, 2007; Prieto, 2011).    

일반적으로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애도반응으로 정서적 고통, 신체감각, 인지, 행동 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 정서적 반응으로는 슬픔, 분노, 비난, 죄책감, 불안, 외로움, 무기력, 고인

에 대한 갈망, 충격 등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소화불량, 가슴통증, 소리에 예민해짐, 호흡곤란, 

에너지 저하, 입마름 등과 같은 신체감각 상의 문제, 현실에 대한 부정과 혼란과 같은 인지적 문제, 

수면장애, 섭식장애, 사회적 철회 등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 등을 경험할 수 있다(Worden, 2018). 기

독교인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사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

별을 경험한 노인들은 예기치 못한 배우자의 죽음, 정서적 아픔과 고통, 역할변화로 인한 어려움, 떠

난 배우자에 대한 생각 등으로 사별 이후 정서적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

유숙, 2016) 

사별자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상실경험은 일차적 상실과 이차적 상실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

적 상실이란 사별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것으로 상담자는 사별자가 경험하게 되는 정서

적 반응들에 초점을 두고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차적 상실이란 사별로 인해 수반되는 사회

적 관계나 역할의 상실, 경제적 상실 등 일차적 상실의 결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상실을 의미

한다. 애도 상담이나 사별자에 대한 지원에서 이와 같은 이차적 상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며, 사별자가 사별 이후 변화된 삶의 여러 측면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외상적 사별과 애도

재난과 사고, 학대와 폭력, 범죄, 자살 등에 의한 외상적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원이나 사랑하

는 사람과 사별하는 경험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체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고통을 야기한다. 

외상적 사별이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폭력이나 범죄로 인해 야기되거나 재난이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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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과 애도, 그리고 회복지원을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방안 연구

등에 의해 야기되기도 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죽음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인과 사별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상적 사별 경험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

증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뿐만 아니라 가족적 차원에서 가족갈등, 역기능

적 가족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족해체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박기묵, 

2015). 

즉,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가족원을 잃는 경험은 가족생활의 기반을 흔들고 남겨진 모든 

가족성원에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수 있으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고

인이 된 가족성원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와의 관계에서 수행해오던 특정 역할과 관계의 상실, 완전

한 가족단위의 상실, 그리고 존재해왔을 모든 것에 대한 희망과 꿈의 상실 등 다양한 상실을 내포하

는 복합적인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경험이 된다(Walsh, 1998).

1)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사별과 애도

대구지하철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후에도 자녀를 잃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며, 신체

적 변화, 대인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외상 사건을 억압하거나 의식적으

로 회피하는 등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증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선영, 2011; 

최웅용 외, 2004).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재난 유가족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가족원들이 경험하

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심리적 차원에서 무기력, 우울, 분노, 공황, 자살

충동을 경험하며, 신체적 차원에서는 시력, 청력문제, 신체통증, 불면, 혈압 등 다양한 질병을 빈번

하게 경험하고, 인지적 차원에서는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죽은 자녀를 향한 지속적 그리움과 갈

망으로 인해 개인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파국적인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행동적 차원에서

는 불규칙한 식습관, 흡연량의 증가, 음주 절제력 상실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유진 외, 2018). 또한 이들은 신체적 증상으로 전신피로, 수면 문제, 두통 및 눈의 피로, 소화 문제 

등을,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우울, 절망, 자살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였음이 보고되

고 있다(박기묵, 2015). 가족적 차원에서도 이들 유가족의 가족관계는 가족 간의 소통이 이전에 비

해 줄어들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가족 간 대화의 단절 경험하며, 

피해자 가족은 희생자의 죽음으로 인한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남은 삶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

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익한 외, 2016). 유가족들이 신체적, 정서적, 가족적 등 삶 전반

에 걸친 차원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삶의 만족에 대한 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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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세월호 유가족의 참사 이전 삶의 만족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42

점, 참사 이후에는 .38로 1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 가족들이 경험하는 삶의 절망감

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다(김익한 외, 2016). 2017년도에 실시된 세월호 유가족 대상 종합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10점 만점 척도에서 이들의 심리상태는 평균 3.7점, 일상생활 유지는 3.9점, 그

리고 삶의 질은 3.6점으로 사고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도 피해자 가족들은 낮은 삶의 질과 일

상생활 유지 및 정서적 어려움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고영훈, 201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자녀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

에 다시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이 경

험하는 신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경감하고, 이전과는 다르지만 변화된 삶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관심과 기제가 기독교 신앙공동체 안에서 또한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자살로 인한 사별과 애도

자살이란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로 한 사람의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 지인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

로 자살자의 유가족들은 가족구성원의 자살로 인한 충격과 분노, 슬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치

심, 죄책감, 복합비애, 낙인, 고립, 높은 수준의 자살사고 등의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강명수, 2015). 또한 자살은 가족체계 차원에서도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유

형, 갈등해결방법, 가족 응집력 및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간의 친밀도, 세대와 세대 사이의 관계, 가

족의 발달 과제 등 가족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강명수, 2015), 다른 어떤 유형의 죽음보다 자살

은 남겨진 가족 구성원들에게 훨씬 더 힘든 정서적 고통과 애도의 과정을 야기하는 사건이 된다. 

기독교인 자살 유가족들이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진술한 사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가족원 자살 이후 이들은 청천 벽력같은 죽음, 경황없이 치르는 장례, 간신히 견디고 버티는 

하루하루, 복잡한 마음들, 신앙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됨, 달라진 가족, 달라진 관계, 고통과 함께 

살아가기로 자신들의 경험을 보고하였다(최주희, 2018). 또한 유가족들은 자꾸만 떠오르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 불면과 악몽의 날들, 깨어진 일상, 몸으로 겪는 상실의 고통,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힘 

등을 경험하며 매우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최주희, 2018). 

특히 자살로 인한 죽음은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하는가에 관한 혼란

과 자살을 막지 못한 죄책감 등의 내적 고통이 사별의 고통에 더해져 남겨진 유가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며, 신앙적 측면에서도 그 동안 유지해오던 기독교적 세계관이 깨어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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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어떤 죽음보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나 재난, 자살 등과 같

은 형태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원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는 개인과 유가족들은 신체적, 정서

적,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Figure 1.  Various difficulties and emotional pain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who experienced
   traumatic loss

Ⅲ. 성경에 나타난 사별과 애도

상실과 애도의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루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상실과 애도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구약에서 사라와 사별한 아브라함의 애도,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애통해하는 야곱의 이야기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

시는 장면들이 포함되며,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애통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를 약속하는 말씀들이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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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약에 나타난 애도

사라와 사별한 아브라함의 애도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창세기 23: 1)”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

하며 애통하다가(창세기 23:2)” 

창세기 아브라함의 일대기 안에는 사라를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는 구절

이 나온다. 비록 짧은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이지만 성경에 제시된 말씀들의 함축성을 고려해

볼 때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과정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사별이후 슬픔과 애도과정이 가져오는 정서적 고통을 확인할 수 있다.  

 

요셉의 사망소식에 극히 슬퍼하는 야곱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창세기 37:31)”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창세기 37:32)”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

명히 찢겼도다 하고(창세기 37:33)”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창세기 37:34)”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창세기 37:35)”

창세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사별과 애도에 관한 기록으로 야곱은 열 두 명의 아들들 가운데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극히 슬퍼

하며 오래도록 애통해하였고, 모든 자녀들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며 죽은 아들에게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울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극한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이 말씀은 오늘 

날 많은 사건과 사고, 재난으로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극한 슬픔을 이해

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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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애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신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요한복음 11:32)”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

쌍히 여기사(요한복음 11:33)”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요한복음 11:34)”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한복음 11:35)”

신약의 4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과 사역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많은 병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일화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

푸신 많은 사례나 일화들 가운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표현된 장면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가 유일하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이전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슬픔과 애도에 공감

하시며 먼저 이들과 함께 애도의 과정에 참여하셨다.  

3. 애도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 대한 성경구절들

성경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해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며, 돌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제시되어 있다.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타난 구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편 

34:18)”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

지 아니하시리이다(시편 51:17)”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시편 147: 3)”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

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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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이사야 61:1)”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 4)” 

이와 같은 말씀들은 인간의 삶에서 정서적 고통이나 애통은 삶의 어떤 순간에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과정 중에 있는 상한 심령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시키

시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보여 주는 말씀들이다. 즉, 성경에는 애통해하는 자들에 대한 구

원, 위로, 치유,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이러한 구원, 위로, 치유, 회복

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상실과 애

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러한 위로와 치유, 회복

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특히 사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이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여 이웃사랑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

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Ⅳ. 사별 후 애도과정에 대한 설명모델과 치료적 개입

1. 애도 과정 설명 모델들

애도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모델들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별 이

후 애도과정을 거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실천적 개입에 활용될 수 있

는 대표적 모델과 치료적 개입으로 현재 많은 애도 관련 치료와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모

델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과업모델(Worden, 2018)

애도 과정에 대한 과업모델은 사별 이후 이어지는 애도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수행해야하

는 과업을 제시한 것이다. Worden(2018)은 애도과정의 과업으로 1단계에서는 상실의 현실을 수용

하는 것, 2단계에서는 고통스러운 애도과정 지나가기, 3단계에서는 고인이 없는 세상에 외적, 내적, 

영적으로 적응하기,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남겨진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 찾기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상실 직후에서부터 그 이후 다시 삶에 적응하기 까지 

애도의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정서적 및 사회적 과업들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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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모델을 활용하여 애도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줄 때 그 사람이 현재 애도과정의 어느 단

계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이중과정 모델(Dual Process Model, Strobe and Schut, 1999)

이중과정 모델은 애도 과정을 어떤 단계에 따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애도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

성을 고려할 때 확연하게 구분되는 두 영역이 있으며, 애도 과정은 이 두 영역 사이를 오고 가면서 

적응을 이루는 과정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 모델은 애도과정과 관련된 영역으로 상실과 관련된 

영역, 회복과 관련된 영역의 두 영역이 있음을 전제하며, 애도과정에 있는 사람은 이 두 영역의 스

트레스원에 대처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상실과 관련된 영역과 회복과 관련된 영역의 두 영역 사이

를 왔다 갔다 하며 오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Strobe and Schut, 1999). 

이 모델은 애도자가 다루어야 하는 여러 가지 정서적 고통을 비롯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고인과 

관련된 상실의 영역과 고인이 없는 삶에 다시 적응해나가야 하는 회복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룰 

수 있게 하므로 상실로 인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과 가족들을 지원하는데 근거이론으

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사별이후 애도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영역에서 일어나는 내·

외적 스트레스와 갈등들을 잘 다루고 삶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들을 하며 삶의 다음 단계로 이행

할 수 있을 때 상실 이후의 삶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애도와 의미구성

애도과정에서 의미재구성 및 의미구성의 개념은 심리학자인 Robert Neimeyer에 의해 강조된 

것으로 사별자가 직면하는 애도과정의 중심 과정으로 설명된다. 의미재구성은 일차적으로 삶의 이

야기들을 통해 이루어지데, 사별로 인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경우 사별자는 자기 자신

이 누구인지 재정의해야 하며, 고인이 없는 세상에 적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

워야한다(Neimeyer, 2001). 또한 죽음은 개인의 세상에 대한 가정에 도전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영

적인 측면에서의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에도 도전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내적인 적응

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애도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까?”, “고인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안전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이 사람

을 잃고 나는 이제 누구인가?” 등과 같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된다(Neimeyer et al., 2002). 애도과

정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은 구성주의 관점에 의한 것으로 이 관점에서 애도는 사별로 인한 상실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별 이후 변화된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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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애도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들은 강조점을 두는 부분들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별 이

후 삶의 과정에서 직면해야 하는 이슈들을 이해하는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며, 모델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통합하여 애도 상담에 적용할 때 상담자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2. 애도 상담과 치료

1) 애도 상담의 주요 원칙

애도상담의 과정은 사별자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상실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

정반응들을 이해함과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야할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상실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Worden(2018)은 애도상담에서 지켜져야 하는 주요 원

칙들에 관해 사별자가 상실에 관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 제공하기, 사별자가 자신이 느끼는 감

정들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하기, 고인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사별로 인한 상실 경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 제공하기,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도움 제공하기,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하기, 방어기제와 

대처기제들을 확인하기, 병리의 확인 및 의뢰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들은 상담자가 애도 상

담에서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하는 내용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애도과정의 진행단계

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2) 복합비애(Complicated Grief)의 개념과 치료적 개입

사별로 인한 상실 이후에 오는 슬픔과 애도는 정서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개인의 삶

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대개 애도자들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

조직하고 고인이 없는 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하는 것

과 같은 어려운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자연적인 애도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이고 

심각한 애도반응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관심이 요구된다(Shear, 

2010). 

Shear(2010)는 복합비애(Complicated grief)라는 개념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각한 애도 증상들을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고인에 대한 강력한 갈망, 보고 싶은 감

정, 고인과의 추억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들과의 중요한 관계나 활동에 관여되지 못하도록 고인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는 것, 완화되지 않는 깊은 슬픔, 죄책감, 씁쓸함, 또는 분노와 같

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개인의 힘으로 조절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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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나 만족, 기쁨, 또는 행복감 등과 같은 의미 있는 긍정적 감정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렵

게 되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만성적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복합비애를 경험하는 애

도자는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또는 신체적으로 증상, 장애, 역기능 또는 병리를 경험하기도 한다

(Rando, 2013).  

정신과적 진단을 내리는 표준으로 활용되는 DSM-5에 의하면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하는 개

인들은 외상과 스트레스장애(trauma-and stressor-related disorders)의 하위영역인 지속적이

고 복합적인 애도장애(persistent complex bereavement disorder)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애도과정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통계적으

로 사별을 경험한 약 10-20%의 사람들은 복합비애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Simon 

et al, 2007; Shear, 2010). 만약 그 사별이 갑작스럽고 폭력적 사건에 의한 것이라면 복합비애를 경

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복합비애의 위험요인에는 자살이나 타살에 의한 죽음, 고인과 친밀한 

관계,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 사회적 고립, 그리고 우울, 불안, 적응장애 등과 같은 이전의 정신건

강 문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ristensen et al, 2012). 

이중과정모델(dual-process model)은 상실에 대한 적응과정을 상실과 회복사이를 오가는 것으

로 설명하는데, 애도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이차적 결과

로서 삶에 대한 적응 또한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Stroebe & Schut, 1999). 최근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인지적 이론과 이중과정모델을 함께 적용하여 치료적 개

입을 실시한다. 이러한 이론들에 근거를 둔 치료 프로그램들은 인지행동 치료, 합리정서 행동치료, 

복합비애 치료 등이며, 복합비애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효과적임이 보고되고 있다

(Schut et al, 1996; Shear et al, 2005; Boelen and deKaiser, 2007; Supiano and Luptak, 2013). 

대표적인 예로 복합비애 치료(Complicated Grief Treatment)에서는 총 16회기의 개별상담을 진

행하며, 애도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애도 점검 일기쓰기, 치료에 중요한 사람을 관여시키기, 적절한 

대인관계 기능 촉진하기, 개인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기, 자기 자신 돌보기, 추억 및 사진 활용하기, 

고인과의 가상적 대화 나누기 등의 치료적 개입을 실시한다(Shear, 2010).  

3) 인지적 애도치료(Cognitive Grief Therapy)

과거 사별이후 애도와 슬픔에 대한 치료는 정서적 환기에 주요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에 비

해  인지치료적 접근에서는 사별로 인한 상실과 관련된 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초점을 둔 개입을 하

는 것이 특징적이다. 인지적 관점에서 병리적인 애도나 슬픔은 왜곡된 사고의 형태를 취하며, 과도

한 감정반응은 부정적인 인지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음이 강조된다(Malkins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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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관점에서 복합비애는 지속적이고 비합리적인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 초래된 정서적 및 감

정적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인지치료적 접근에서는 사별 및 상실과 관련된 인지를 파악하고 이

에 초점을 둔 개입을 하는데, 특히 외상적 사별을 경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에 영

향을 미치는 사건이며. 상실이 외상적일수록 신념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와 관

련된 비합리적 신념이나 생각을 합리적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Worden, 2018).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죽음은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무너지게 만들며, 

그 상실에 적응하는 과정은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과정, 즉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된다. 이 

접근에서 인지적 사정이란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사정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사별이나 죽

음에 대한 신념체계와 이로 인한 정서적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적 애도치료

에서는 상실과 이로 인해 영원히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의미를 찾고 이를 새로 형성해나가는 과정

을 다루는 것이 핵심이 되며, 이는 인지-구성주의적 관점(cognitive-constructivist perspective)에 

기반 하는 것이다(Worden, 2018). 

Ⅴ. 사별 후 애도와 회복 지원을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방안 탐색

1. 애도와 회복지원을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관점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이란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웃사랑이라는 큰 틀에

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문제로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실천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관

점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관점인 생태체계관점과 강점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

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기독교 사회복지란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신을 지닌 사람 또는 기관이 기독교의 다

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김성호, 2015), 기독교 사회복지의 

근본정신에는 생명존중, 이웃사랑, 성서적 정의실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기원, 1998).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의 기원을 성서에서 찾기도 하며(최무열, 

2012), 한국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선교사들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6.25이후 수

많은 기독교 원조기관들이 국내에서 원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사회복지는 발달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므로 서구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복지의 발달사는 기독교 신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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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운동 및 구호활동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무열, 2012).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신앙의 열매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웃이나 그를 둘러싼 사회문제의 해결을 과제로 하는 사회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이웃사랑 실천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기원, 1998).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를 두고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관점인 생태체계 관점과 강점관점을 함께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체계 관점과 강점관점은 실

제로 도움이 필요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입 시 필요한 초점을 제공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태체계관점이란 생태학과 사회체계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간

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적응을 이루는 존재로서 모든 체계는 하위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동

시에 상위체계와 연결되어 있고 외부체계와 에너지의 교환 및 상호작용을 한다. 생태체계관점에 기

반 한 실천을 할 때 개인체계와 연결된 환경으로서의 가족체계, 그리고 그 가족체계가 포함되어 있

으며 상호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사회체계를 아우르는 사정과 개입이 필요하다. 

강점관점이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능력, 재능, 잠재력 등이 있다고 보며, 꿈, 

희망, 비전을 중시하고 개입 시 개인과 그 가족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Saleebey, 2006). 또한 이 관점에서 지역사회는 개인과 가족을 지원해줄 수 있는 많

은 자원의 보고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강점관점에 근거한 실천에서 문제는 도전으로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중시하는 개입을 하며,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고 모든 개인

은 그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담자나 실천가는 이러한 역량

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별의 경험을 한 개인이 지나가야 하는 애도과정에서 변화된 삶에 적응하고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생태체계관점 및 강점관점에 

근거한 실천이 필요하며, 이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애도 상담이나 치료 영역에서 개발된 이론이나 

치료모델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애도와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법들

사별로 인한 애도과정에 있는 자들이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회복되어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

록 지원해주는 기독교적 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할 것

이다. 이는 사별자가 자신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개별, 집단, 가족 상담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

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 제

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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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수 

1) 개별 상담

사별자를 지원하기 위한 애도 상담은 기본적으로 개별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별상담

의 장점은 상담자가 사별자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그의 삶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상담으로 애도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사

별자의 개인적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담 회수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내담자가 자신

의 삶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개별상담의 목

적은 사별자가 정서적 고통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이나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어 심리사회적 기능

을 증진하는 것으로(Worden, 2018), 상담자는 사별자가 자신의 삶에 다시 적응하여 의미를 부여하

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적 동반자이자 지지자로서 함께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별로 인한 애도과정을 다룰 때 필요 시 가족상담 이나 가족치료를 진행할 수 도 있다. 애도 상

담이 가족원을 단위로 가족상담의 형태로 진행될 때 상담자는 가족구성원들이 고인을 떠나보낸 것

에 대한 정서적 고통을 함께 꺼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서로 지지해줄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하며, 고인이 없는 변화된 가족체계에 가족구성원들이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 내 역

할분담이나 규칙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변화된 가족구조 내에서 가족원들이 가족애에 기반 한 가족 내 응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사별로 인한 정서적 고통과 이로 인한 이차적 상실에 의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고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다. 애도 상담이 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상담자는 비슷한 문제와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을 모집하여 집단을 구성해야 하며, 집단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애도 상담이 집단의 형태로 진행될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검증

된 바가 있으며(Piper et al, 2007), 집단의 형태는 애도과정에 대한 교육집단, 치료집단, 지지 및 자

조집단 등의 형태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통해 다루

어야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집단의 회기를 구성하여 집단상담 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선

행되어야할 것이며, 지지집단의 경우 참여자들이 희망한다면 회기에 대한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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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정보제공, 개별, 집단 상담 등

사별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지지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다. 애도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나 상담자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온라인을 활용한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면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프로그램 외에도 사별 이

후 경험하는 애도과정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들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도 관련 전문 사이트를 구축하여 사별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별자들의 회복과정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애도 상담 영역에 전

문성을 지닌 전문가집단과 인터넷 사이트 구축의 기술력을 지닌 전문가집단 간의 다학제적 접근과 

협력이 요청된다.

5)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공간의 활용 

사별자들의 회복과정을 지원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로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센터,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 내 병원이나 호스피스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사별을 

경험한 개인이나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뢰체계의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

러나 사별 이후 심각한 우울 및 불안 증상, 수면장애, 나아가 자살사고 등이 있는 경우는 정신과 의

사의 진료와 함께 증상감소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사별 이후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정서적 고통과 약물치료가 필요한 증상 사이에는 감별이 필요하다.  

3. 회복지원을 위한 애도 상담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요 내용들

사별자 지원을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에서 애도과정에 있는 사별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

고 사별 이후의 변화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별, 집단, 가족 등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애도과정을 다루고 회복과 적응을 지원하는 애도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에 기반 한 애도 상담의 목적은 사별이후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들을 애

도과정을 통해 삶 속으로 통합하고, 사별이후의 삶에 다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

록 돕는 것이다. 이는 사별자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고인이 없는 삶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과정은 애도 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 잘 다루어져야 한다. 

애도 상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개입 초기, 중간, 종결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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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수 

1) 초기단계

먼저 애도 상담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나 목회 상담자는 사별 직후부터 애도과정의 초기에 사별

자가 보이는 정서적 고통을 이해하고 사별자가 이를 억누르지 않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하며, 사별이라는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대개 이 시기 사별자들은 극

심한 슬픔, 울음, 고인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수면장애를 경험하기도 하

는데 사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애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

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임을 이해시키고 사별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채 억제된 슬픔과 고통은 사별자의 삶의 다른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 정서적 고통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사별 이후 삶에 다시 적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는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에 공감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표

현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극심한 불면, 우울, 자살사고 등이 보일 

때는 정신과 의사의 진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Worden, 2018). 

2) 중간단계

애도 상담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사별자가 고인이 없는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삶

의 여러 방면에서 일어난 이차적 상실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사별자가 자신이 해오던 사회적 역할이나 직업적 기능 등을 계속 이어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별로 인해 변화된 삶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경우 고인이 없는 가족체계에서 가족구성원들이 고인이 담당했던 역할을 분담하여 수

행하거나 가족 내의 기존의 규칙 등을 재조정하여 가족체계가 다시 새로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사별의 슬픔을 서로 억제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를 

표현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줄 수 있도록 가족 내 의사소통 과정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Walsh, 1998). 만약 고인의 죽음으로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가족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체계를 활

용하거나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자원에 연계해주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에 기반 한 애도 상담에서는 사별 이후 기존에 지니고 있던 내담자의 

세계관,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 신에 대한 믿음 등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고 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고나 재난,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 등에 기인한 외

상적 사별을 경험한 경우 더 이상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며, 그 죽음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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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Lichtenthal, et al, 2011). 기독교적 지성의 상징

이라고도 일컬어지는 C. S. 루이스(2004)도 그의 저서에서 아내와 사별 후 깊은 슬픔과 정서적 고

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도 그 분은 침묵하시며, 도움주시는 데 인색하신 분으로 느껴지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였다2. 상담자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이러한 신념체계의 변화를 왜곡된 신념이나 

비합리적 신념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별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연스러운 애도과정의 일부

로서 이를 이해하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 대한 믿음, 돌보심의 은혜, 그리고 삶과 죽음

에 대한 기독교적 믿음이 조성되거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지지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

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성급한 설득이나 설교, 그리고 내담자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거나 살다보

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다거나 힘든 시간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등의 섣부른 위로의 말을 하

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담자가 사별 이후 변화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

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종결단계

애도 상담의 종결단계에서는 사별자가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긍

정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사별 이후 삶에 부여한 의미와 목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별자 개인의 심리사회적 측면과 가족적 차원에서 새로

운 균형과 안정감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이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애도 상담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들은 그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계라기보다

는 삶에서 일어난 상실과 그 이후 삶의 회복에 관한 두 영역을 오가는 것으로 상담자는 상담의 어떤 

단계에서라도 그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사별자가 정서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며, 사별 이후의 삶

에 적응하고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나가는 과정과 이에 필요한 시간은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담을 진행해야한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과 사별한 후 정서적 고통과 애도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

을 지원하기 위한 기독교적 사회복지실천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실천과 애도 상

2)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
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낫다...(중략).. 왜 그분은 환란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 데 인색한 것인가?” 
(C. S. 루이스, 헤아려본 슬픔,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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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개인, 가족, 집단,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사고나 재난 등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 갑작스럽게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

을 잃게 되는 외상적 사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에 대한 회복지원이 필요하며, 애도 상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지에 관해 탐색해보았다.     

인간의 삶이란 생애주기에 따라 많은 것을 성취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반면, 삶에서 일어난 많

은 상실에 적응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2014)는 유작으로 남긴 저서인 <

상실수업>에서 인생의 과정을 상실에 대해 적응하고, 이 과정에서 무언가 새로운 배움을 얻는 과정

으로 바라보았으며, 상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삶에 대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을 상실

에 대한 슬픔의 마지막 단계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애도 상담과 사별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

원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관여하는 상담자는 애도과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삶

에서 상실에 대한 영역과 회복에 대한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능력(Strobe and Schut, 1999; 양준석·

유지영, 2018)과 함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Neimeyer, 2001)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별로 인한 상실과 애도의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 사회복지실

천에서 우리의 역할은 애도라고 하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개인과 가족들이 상실 속에서 

다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들의 잠재된 적응능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

고 이들이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적 신

앙과 사회복지의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별 이후 애도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나 목회상담자가 애도 상담과 관련된 기본 지식들(Worden, 2018), 

복합비애치료를 위해 개발된 치료접근법(Shear, 2010), 그리고 인지적 애도치료(Malkinson, 2007)

에서 활용되는 애도 상담의 방법들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아울러 애도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편으로 상담의 기술을 갖춘 사회

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심리상담사, 목회 상담자, 가족상담자 등 기존 전문 인력들을 

대상으로 애도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거나 기존 상담교육과정에 애도 상담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전희정, 2018) 지역사회 내에서 사별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근거리에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애도 상담이 진행되는 공간으로는 지역사회 내의 교회나 복지관 등과 같은 장소를 기반으로 내담

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이 선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

램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임승희, 2007). 또한 사별의 유형에 따라 집단이 보이는 역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양준석·유지영, 2018) 이를 고려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줄 수 있는 집단애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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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나 자조모임이 형성되어 사별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삶의 의

미를 회복하고 삶의 과정에 적응해나가는데 필요한 영적 및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할 것이다. 집단애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상실과 회복의 두 영역에 초점을 두는 이중과정모델

과 상실 이후의 삶에 대한 의미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느끼는 생각

이나 변화 등을 매 회기별로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보다 전문성을 지니고 실시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관점과 사회복지

적 관점을 통합한 상실과 애도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

하는 후속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애도과정에 있는 사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관

점과 다양한 실천방안들을 제안하였지만 이를 실제로 수행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후속연

구로 남겨두었다는 점, 실제로 애도상담의 진행과정에서 삶에 대한 의미회복을 다룰 때 신앙이나 

믿음 등 기독교적 세계관을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제안까

지 본 연구의 범주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후속연구를 통

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제한점들이 있지만 본 연

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상담자들이 사별자들이 경험하

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 사별

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그

리고 애도 상담 영역에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회복지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함께 접목시켜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애도

과정에 있는 자들이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독

교적 관점에서 이웃사랑의 실천과 직결되는 것임을 상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나 상담자들이 애도 상담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실천체

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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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별로 인한 애도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사회적 고통과 어려움에 관해 고찰해보

고 이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지원해주기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적 관점과 실천방안

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사별과 애도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생활사건이지만 갑작스런 사고나 재해, 자살 등에 기인 한 외상적 사별의 경우 사별

자는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관 등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이 후의 삶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도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모델과 

이론들 및 치료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회복지실천의 관점과 방법

론을 함께 활용하여 사별 이후 애도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과 삶에 대한 적응을 지원해줄 수 있

는 개별, 집단, 가족 및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사별 후 애도과정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만나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목회상담자, 가족상담자들에게 애도 상담에 대한 지침을 제

공할 수 있으며, 애도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별, 애도, 회복, 애도 상담,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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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written to suggest preaching logic that preachers can use easily in the 

field.

There are several theories as to why sermons are hard to listen today. Craddock 

criticized that the traditional preaching of the past was too declarative and theoretical 

and was not able to capture the hearts of the audience because it was separated from the 

lives of the modern audience, and insisted on a paradigm shift to inductive preaching.

However, such a claim may lead to the uselessness of deductive preaching, which is 

traditional preaching, and may lead to a false perception that there is a separate sermon 

structure suitable for modern society.

This thesis assumes that the appropriate method for preaching does not depend on the 

past and present, but should be appropriately applied according to the speech context or 

the audience. It is argued that the purpose of the sermon is to be thoroughly modified 

according to how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some logical frames as the most useful communication 

method, and some sermon logics tailored to the frame.

One is Bible-reality, the second is problem-solution, or problem-cause-solution, the third 

is observation-clarification-meaning-request, and the fifth is Bible-interpretation-meaning-

application.

설교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논리프레임 활용* 

Application of Logical Fram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of Sermons 

김 연 종 (Yonj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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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logical frames are considered to be a core structure that can be applied to our 

sermons in light of the typicality of sermons experienced by the researcher, but I think 

that various modifications are possible as needed in the field.

It is expected that by referring to and learning the logical frames presented in this 

study, preachers can use them as a guide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 the field of 

ministry.

Key words : Preaching, Deduction, Induction, Preaching Logics,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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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설교의 패러다임 변화    

설교에 수사학적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초기 교회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

어  왔다. 어거스틴은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설득에 있다 강조하고 설교자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반드시 수사학이라는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신성욱, 2017). 이에 

비해 칼 바르트 등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나 인위적인 수사학적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칼바르트, 1999).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의 대표적 논리체계인 삼단논법은 설교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삼단논법은 기독교적 사고와 부합한 연역적 논리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은 탑다운 식

으로 인간 삶에 고루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자 행위의 원칙이었다.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지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다. 초기 교회가 차용한 대표적 삼단논법은 이른바 연역적 설교였

다. 연역적 설교는 대지가 제시되고, 그것에 부응하는 소대지와 근거들이 제공되는 형식을 말한다. 

내용이 전개되기 전에 먼저 결론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말씀의 고전적 정체성에 부합하지만 교리적, 

권위적, 일방향적이란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연역적 설교는 문자가 활자로 고착된 중세 이후 더욱 

고착화되었다.

근래에 이르러 크래독(Craddock, 1971)을 필두로, 전통적 설교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

리가 높아졌다. 시대가 바뀌고 청중도 변화했는데 교회는 여전히 권위적 하향적 설교로 교회의 사

명을 오도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크래독은 설교의 방법에는 성서를 해석하는 원칙과 설교의 주제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설교자의 관점, 청중에 대한 이해가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설교자가 일방적

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설교의 목적은 성

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있음으로 성경본문과 청중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일방향적 선

포나 지시가 아니라 청중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전통적 설교방식에 대응하여 크래독이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교법은 귀납적 설교였다. 그에 

의하면 귀납적 설교는 성도들이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성경을 통해 해답을 제시해 주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청중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며 결론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데 유용하다는 것이었다. 귀납적 설교는 현실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현실 참여적, 탈권위적 발상에서 비롯하였다. 성도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받아

들이고 청중과의 적극적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역적 설교와 차별되었고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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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크래독은 설교의 본질은 청중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논증이라기보다 청중이 설교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교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

하는 교리적 강의가 아니라 설교 현장에서의 영적체험까지를 포함한 매우 동적인 소통행위라는 것

이다. 따라서 설교현장에서 설교자는 지시자로서가 아니라 청중과 같이 성경말씀에 참여함으로써, 

말씀이 삶을 어루만지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크래독, 1971:69-72). 

이같은 현장 중심의 설교는 기존의 일방적 선포방식의 메시지 중심 설교에 대한 전복적 발상이었

다. 설교를 말씀 전달의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성령의 확인과 커뮤니케이션, 즉 나

눔의 자리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라우리(1980) 역시 설교는 실시간으로 상대의 마음에 어떤 움

직임이 일어나는가를 관찰하면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루시로즈는 대화식 설교를 주창

하고, 설교자와 회중은 말씀의 신비를 함께 탐구하면서 청중들의 삶이 보다 나은 세계로 나아가도

록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김운용, 2002a). 캠벨(2001)에 의하면 설교가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는 인식은 성경의 세상과 성도의 삶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과거 연역

적 설교가 신앙과 현실을 2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현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의 삶과 성경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크래독이 주창한 귀납적 설교와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제시된 또 다른 설교방식은 내

러티브(narrative) 설교였다. 내러티브 설교는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를 통한 설교 방법이다. 라이스

(1970)는 개인과 설교를 연결하는데 이야기만큼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면서, 설교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약이나 신약은 사람 중심의 이야기로 직

접 사건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의 목격담이며 기독교는 이러한 풍부한 이야기에서 출발한 종교라는 

것이다. 성경을 문자 위주의 당연한 말씀으로 읽는 것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로 들려주어야 

메시지에 담겨있는 통렬한 감정이 전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청중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더 매료되는 경향이 있다. 설교를 이야기로 들려주면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어렵고 복잡한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구조

적으로 보면 이야기의 구성이 사실 단순하지는 않다. 오히려 다소 복잡할 수 있다. 인간의 뇌가 소

화할 수 있는 논리구조가 기본적으로 3개를 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야기는 오히려 4개 또는 5개

까지의 구조를 갖는다. 소설이나 영화의 구성에 나타나는 기승전결, 발단-전개-절정-반전-결말 등

이 이야기 구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식으로 보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해하기 쉬운 이

유는 이야기가 끌고가는 힘과 흥미진진함 때문이다. 이야기는 1, 2 ,3 같은 기계적 나눔이 아니라 여

러 구성 요소들 간의 긴장감이 생명이다. 등장인물의 관계, 사건의 발단과 진행, 반전과 결말에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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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긴장감은 정보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앞뒤가 맞물리는 연결구조에서 발생한다. 기대감과 궁금

증을 증폭시키고 끌어가는 역동성은 복잡한 논리구조를 건너뛰어 청중을 몰두하게 하는 활력소라 

할 수 있다. 

성경전체를 관통하는 내러티브 구조는 창조-타락-구속-회복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

계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타락하고, 그 타락의 죄값을 예수가 지불하여 구속하였으며 그리하여 다

시 본래 그대로의 창조세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기독교를 이러한 구조로 설명하면 그 자

체가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는 

불신으로 가득찬 이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효과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이야기를 통한 간접

적 소통법이 말과 글을 통한 직접적 소통보다 사람들의 공감과 동질감을 이끌어내는 데 보다 유용

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설교를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주는 것도 좋은 소통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쉬워 보이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것이 이야기 설교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창의

력이나 섬세함도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제한적인 설교자가 설교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의 종

류나 내용도 매우 한정적이다. 더구나 이야기 설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꾼으로서의 특별한 

소양과 자질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화라고 하더라도 직접 겪은 경험이 아니라면 어디선가 듣거나 

가져온 이야기로 청중에게 감동을 주기란 간단치 않다. 내가 주체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상대에게 

소구하는 방법으로는 설득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야기 설교를 설교현장

에서 실제 구현하는 일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2. 설교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설교가 말로 행하는 스피치의 일종이라고 할 때, 스피치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실행, 즉 퍼포먼스(performance)이고 다른 하나는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이다. 전자가 대형교회나 주일예배 설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 지배하는

(formal) 설교라면, 후자는 소규모 모임이나 새벽기도 등에서 행해지는 비교적 자유로운(informal) 

형태의 설교이다. 

설교뿐 아니라 퍼포먼스의 전형적인 형태로는 연설이나 연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퍼포먼스는 

준비와 실행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가 관건이다. 연극은 대본을 쓰고, 외우고, 대사에 몸짓을 입히

고 다른 배역들과 동선을 맞춘 다음 특정한 날에 무대에 올려, 실수없이 연습한 대로 수행하는 것으

로 성과가 결정된다. 설교 역시 설교문을 준비하고, 읽기를 연습하고, 주어진 시간에 메시지를 전달

하는 실연행위로 성과나 효과를 논할 수 있다. 형식으로 보면 정확하게 퍼포먼스에 가깝다. 퍼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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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과 메시지일 뿐, 청중이나 관객의 반응은 특별히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은 공유, 즉 나눔이다. 메시지 전달자는 수용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마

음을 전달하고 수용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되새긴다. 전달자가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어떤 의미로 메시지를 해석했는가

가 더 중요하다. 퍼포먼스에서 청중은 관찰자이자 구경꾼이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 청중은 설득의 

대상이자 참여자, 그리고 최종 수용자이다. 메시지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청중이 전달자와 같

은 수준의 이해와 공감을 갖게 되면 비로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메시지를 통해 송신자와 

수신자가 비로소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전달자의 일방적이고 훈계조 메시지는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고, 상대에 대한 배려나 감정, 사랑 등이 오히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작동한다. 

메시지보다 표정이나 말투, 느낌 등 오감이 소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퍼포먼스가 일방적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적이며 메시지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며 행해지

는 담론의 교환으로, 보다 상호적이고 효율적이다. 퍼포먼스는 전달자와 청중을 분리하지만 커뮤니

케이션은 청중을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도 차별된다. 퍼포먼스가 배우과 관객을 구분해버리

는 정통 연극에 가깝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은 배우가 청중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한다. 그래야 비로소 화합의 무대가 완성된다. 커뮤니케이션은 공연으로 치면 

마당극에 가깝다. 공연장은 무대와 객석이 구분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교회에서 강대상과 

걸상이 분리되고 멀어진 것은 설교자와 청중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높이 보고 멀리 보아야 

권위가 확보되고 말씀에 힘이 생긴다고 여긴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마당극처럼 배우와 관객이 같

은 공간에서 같은 메시지로 격의없이 서로 호흡을 교환하는 과정이다. 서로가 하나임을 느끼고 함

께 노력해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크래독이 제시한 귀납적 설

교는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설교방식이라 할 수 있다. 청중이 중심이 되어 메시지

는 해석되고,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현장에서 동시적으로 나눔의 형태로 교환된다. 그들에게 다

가가기 위해 이야기가 동원되고 그것을 통해 보다 쉽게 청중의 눈높이에서 공감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크래독과 찰스 라이스를 필두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 대두된 것이 1970년경이었으니(김운용, 

2002a), 지난 50년 동안 설교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북미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교회 현장에서 설교

의 획기적인 변화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분적으로 자기 고백식 설교가 등장하고, 설교 도중 설

교문 밖으로 잠시 나와 성도들과 교감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 인물의 특별한 경험을 

소재로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는 설교, 또는 영상을 활용하여 성경적 접근을 시도하는 설교 등은 그

간의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크래독의 바램처럼 설교를 통한 복음의 경험공유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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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찾기 어렵고 한국교회의 설교는 여전히 교리 중심의 메시지 전달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크래독이 배척했던 연역적 설교가 여전히 주류이고 경우에 따라 귀납적 설교가 

간간이 행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교의 패러다임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예배와 

강단은 거룩해야 하고 설교 또한 그에 맞춰 경건하고 엄숙해야 한다는 통념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

고 둘째, 기름부은 자로서의 성직자의 이미지와 자기 고백적 복음증거가 양립되기 어려운 현실 셋

째, 성도들의 삶에 개입할 만큼 목회자의 현실 인식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경험과 지혜가 제한적이

라는 점 넷째, 교리적이고 교조적인 신학교에서 다양한 설교 방법의 학습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이 

설교자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인지 설교 방법의 개혁을 통해 설교의 본성에 다가가려 한 크래독의 목소리는 더 호소력이 

있고 울림을 준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한국의 현실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크래독이 꿈꾼 ‘설

교의 이벤트화’(크래독, 1971, p.225)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임재로 설교자와 청중이 하나가 될 때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설교 현장이 말씀으로 매번 하나가 되는 은혜의 장이기는 어

렵다. 실제로 설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가르치거나 훈련의 목적으로, 또는 전도나 나눔의 목적으로 설교가 시

행된다. 대상과 목적, 때와 장소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설교방식이 선택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어

떤 방법이 절대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단정하거나 어떤 형식이 다른 형식보다 더 성경적이거나 효과

적이라는 단정을 하기는 어렵다. 저마다 상황이 다른 현실에서 오로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만이 설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해답이라고 외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역적은 불가하고 귀납

적이 보다 나은 소통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소통의 결과와 상관없이 탑다운이

든 수평적 교류든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전통적 설교도 힘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방법론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몸부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여전

히 야단맞듯 설교를 들어야 제정신이 든다는 청중도 있고 구태의연하더라도 믿음과 은혜로 인내하

며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많다. 설교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는 설교의 변화를 포기할 것인가? 설교가 더 나아질 방법은 없는 것일까?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아도 설교가 좋았다는 말은 멋진 설교를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말

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중인 내게 메시지가 다가와 자기

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지는 그야말로 말씀이 내 안에서 공명되는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커

뮤니케이션 즉 소통의 본래 뜻은 나눔으로써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는 성서적 의미의 커뮤니온

(communion; 성찬 혹은 영성체와 동일 의미)이다. 무엇이 이러한 소통의 단계를 체험하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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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람마다 꽂혔다고 하고 감동했다고 하는 이유가 저마다 다르듯 그

야말로 원인은 제각각일 수 있다. 

성령론을 논외로 하고 이론적으로만 살펴보면 무엇이 소통을 이루게 하는 핵심이자 지름길일까. 

초기 수사학의 대표주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이 이루어지는 핵심 요소로 에토스, 로고스, 파

토스를 꼽았다. 가령 설교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인품이나 신뢰, 그리고 말의 논리와 

감성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에서도 여전히 설득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을 지적한 말이지

만, 이것은 특별히 발화자 중심의 사고에 기반한다. 현대적 관점인 소통이 궁극적으로 메시지의 수

용자인 청중에게서 완성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지적은 일 방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크래독이 지적하듯 현대사회에서 청중은 과거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다. 타인의 강요에 저항

하고 자발적 선택을 선호한다.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한 정보도 나름 풍부해진 탓에 일방적이고 명

령적, 강압적 메시지에는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움직일 방법

은 수용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과의 적절한 소통 방법을 통해 먼저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설득이고 소통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설득에 

이르는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득은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행동이 수반되는 

과정으로, 상대를 이해해야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필요와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목적

1. 프레임 이론 

상대에 맞추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소통의 핵심이라 할 때, 프레임 이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상대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먼저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필수인데, 프레임 이

론은 이 눈높이에 대해 설명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프레임은 인지언어학자인 레이코프(2014)가 

정립한 개념으로 프레임의 의미는 사람과 사물,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틀을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키마라고도 부른다. 프레임은 글자 그대로 액자나 틀을 말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

임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고의 틀, 도식, 관점이라고 정의한다. 프레임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프레임과 프레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은 한 사람의 전 우주와 다

른 사람의 전 우주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아무리 소통을 잘한다 해도 어느 누구와도 완



2592021. 12 

설교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논리프레임 활용

전한 합의, 합체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신 우리가 지향하는 소통은 상대가 가진 프레임

과 내가 가진 프레임을 적절히 맞추는 일이다.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운동장 즉, 공통의 관심사, 가

치관, 욕구, 필요가 일치하고 상황이나 정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공유면적이 클 때, 소통은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굳이 많은 설명이나 부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프레임을 갖고 있거

나 상대와 프레임을 일치시키면 그만큼 소통이 쉬워진다. 처음 소통을 시도할 때는 상대의 프레임

을 헤아리며 나의 프레임을 맞춰야 하지만 어느 정도 프레임이 공유되면 어떤 메시지를 던져도 쉽

게 소통이 가능해진다. 경험의 공유가 많은 사람들끼리 소통은 그래서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  

고프만에 의하면 사람들은 프레임에 따라 무수히 많은 작은 사건들을 프레임에 의해 규정된 한

계 내에서 의식, 지각, 확인, 규정한다. 즉 큰 틀의 프레임 안에서 작은 사건이나 사물을 적절히 해석

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늘 작동하고 있음에도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어떤 식으로 이를 인식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프레임은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 맥락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프만, 1974: 21). 프레임

은 어디에서건 무엇이든지에 다 있다. 다만 물리적 형태를 갖추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

로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인식일 뿐이다. 개인마다 프레임이 다를 수 있지만 사회

라는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된 틀을 가지고 있다. 프레임은 본래적인 속성이라기

보다 비슷한 사회 구성원들이 학습과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

프레임의 구축은 언어의 선택과 배열 등을 통해 구조화되지만 프레임이 작동하는 방식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을 

떠올린다. 관련된 여러 요소들과 더불어 내부적 속성이나 감정, 평가까지 줄지어 연결된다. 한마디 

말만 해도 그것과 연관된 이미지와 기억이 꾸러미처럼 떠올려지는 것이다. 프레임은 사람과 사물에

도 적용되고 사건이나 사고, 이야기에도 존재한다. 너무도 복잡한 세상에서 프레임은 세상을 인식

하는 길라잡이기도 하고 때로는 편견과 오해를 강화하는 불완전한 인식체계이기도 하다. 프레임은 

세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임으로 객관적인 사실과는 무관하다 할 수 있다.  

프레임을 파악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라 할 때, 교회와 설교를 구성하는 프레임적 요소들에 대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독교인들의 경우 매우 독특한 공통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역사는 물론 특

1) 프레임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으로 형성되는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전주의 학자들은 인간이 본래 이
성적 존재라는 점을 들어 태생적인데 방점을 둔 반면, 구조주의 학자들이나 현대인지심리학자들은 언어를 배우면서 그리고 
경험과 학습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마샬맥루한은 활자시대 이후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논리라는 것이 구
조화되었다고 말한다. 글과 글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구조가 우리의 머리에 이식되었다는 것이다. 그 견해를 받아들인다 해
도 그렇다면 책을 쓰기 전에 논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어느 주장에 동의하든 설교의 대상으
로서 청중이대동소이한 프레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부인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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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건과 등장인물 등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이해력을 갖추고 있다. 지적 수준은 물론 해석과 평

가에 대해서도 비슷한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 설교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던져도 쉽게 이해하고 

현실문제에서도 나름 성경적으로 귀납적 논증을 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설교를 감싸고 

있는 물리적 프레임도 간과할 수 없다. 예배라는 형식 프레임은 규율과 엄숙함이 지배한다. 강대상

은 누구에게 허락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형태여야 한다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교로서의 메시지 내용과 구사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선별되고 

잘 구축된 형태의 메시지만이 설교로 간주된다. 

사실 교회처럼 가시적 비가시적 프레임이 완벽하게 장착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어디에

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교자에 따라 이러한 조건이 설교준비에 용이할 수도 있고 답답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라는 프레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설교를 하는 일은 매우 쉬워질 수 있

다. 형식에 맞춰 내용만 적절히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기대보다 

나을 수도 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중은 전혀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다. 스스로 찾아와서 준비시간을 갖고 은혜를 기대하며 귀와 마음을 열어놓고 설교를 듣기 때문

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설교가 잘 전달되지 않고 기대만큼 소통이 어렵다면 그것은 내용이 문제거

나 전달력이 부족해서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가 발음에 문제가 없고 평균 이상의 성량

을 구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문제의 핵심은 한가지, 즉 내용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설교메시

지의 영적인 부분을 논외로 치면, 그것은 로고스, 즉 논리와 설득력의 부재에서 찾아질 수 있다. 

사실 논리가 실종되었거나 불명확할 때, 청중은 설교를 알아듣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메시지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히 4:12)”예리한 힘을 발휘하

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설교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중언부언하는 이유도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논리가 미흡하면 설득도 어렵다.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감이 되지 않는데 감동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미리 작성된 문어체를 읽는 것이 곧 설교로 인식되는 것에

서 비롯한다. 원고를 완성하는 것이 곧 설교준비라고 생각하는 설교자가 의외로 많다. 말은 현장에

서 상대를 향해 전해질 때, 비로소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하지만 원고를 준비하고 그것을 읽는 일

이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다. 설교를 표방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선포일 뿐, 상호적 메시지 교환이 아

니기 때문이다. 청중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향한 진심과 간절함이 전해지지 않는 메시지에 정성으

로 귀기울이기는 어렵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이 용이해진 이후 

자료 찾기와 붙여넣기로 설교 준비를 시작하는 설교자들이 많아졌다. 말씀이나 설교자로부터 시작

된 설교가 아니라 자료로부터 시작되는 원고구성은 나의 영혼과 생각을 담기 어렵다. 더구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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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는 저마다의 논점과 강조점을 갖고 있기에 자료의 수가 많아질수록 반비례하여 나의 논리를 

구축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자료는 풍부해졌지만 어떻게 이 많은 자료를 엮어내야 할지 고통을 호

소하는 설교자도 드물지 않다. 자료를 통해 만들어진 설교는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설교자 스

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말

은 많이 하지만,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들이 그런 류에 해당한다. 

2. 설교논리의 필요성 

그렇다면 논리를 갖추는 것은 왜 설교에서 중요한 것일까. 논리가 없으면 흔히 앞뒤가 안맞는다

고 하고, 이상하다고도 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만큼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로 

논리를 갖추게 되면 듣기도 이해도 쉽다. 그만큼 수용자와 교감도 쉬워진다. 프레임을 일치시키기 

때문이다. 프레임에 맞추어 쉽게 접근하면 내가 세우는 논리에 청중도 이미 갖고 있는 논리구조로 

대응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는 말은 프레임이 일치한다는 말이고 못알아 듣겠다는 말은 내 

프레임과 맞지 않다는 뜻이다. 논리를 갖추어 말을 하는 것은 서로가 가진 프레임을 맞춰보는 과정

이자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방법이다. 

설교자 입장에서도 논리를 확립하면 원고작성에서 자유 할 수 있다. 굳이 원고작성없이 언제 어

디서건 성경만 있으면 간단한 설교는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논리가 확보되면 자료를 활용할 방법 

또한 알게 된다. 더 이상 남의 자료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논리를 갖추는 것은 메시지와 세상에 대

해 자기 주관을 갖는 일이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뭉퉁거려 보던 문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일이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핵심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설교자들이 설교작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논리구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지

심리학에서 제기된 프레임 이론을 빌어 어떤 논리 프레임이 설교전달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본 결과이다. 정인교의 ‘현대설교 패턴으로 승부하라’나 로날드 알렌의 

‘34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등, 설교 논리에 관한 훌륭한 저서들이 있지만, 그들은 설교를 

전문화하고 지나치리만치 세분화하고 있어 실제로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

인다. 가령 청교도식, 신학적, 사변 설교 등 전통 유형, 비판적 성찰, 이미지, 소설식 등 현대 유형, 결

혼, 장례, 교육, 그룹 등 상황에 따른 유형 등으로 구분된 설교를 어떻게 설교자가 쉽게 접근하여 배

울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논리는 설교를 구성할 때, 또는 상대와의 소통을 시도할 때 쉽

게 활용이 가능한 대표적 접근 방법들이라 할 수 있다. 주제나 소재, 유형에 따라 맞추는 방식이 아

니라 설교자가 생각하는 바를 현장에 적용하여 바로 실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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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에서도 논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설교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논리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없다. 논리는 본래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학습과 교육에 의해 우리

의 인지구조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논리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이를 현실

에 활용하지 못한 것은 논리체계에 대한 학습과 활용에 대해 배우지 못한 까닭이다. 논리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끄집어내고 맞춰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을 앞두고 검

사나 변호사가 논리를 세운다거나 논리를 만든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검

사와 변호사는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 다툰다. 실체보다 실체

에 대한 해석으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리를 만들고 이를 피력하는 것이다. 흔히 사실관계를 다툰

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다. 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계는 추론, 즉 사실을 근거로 인과관계나 상호 연

관성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기호와 실체는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것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언어이듯, 사물과 상황 등을 설명하는 데 동원되는 논리구조는 필요에 따라 찾아서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성적인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에 걸맞

는 객관적 사실이나 논리적 근거를 갖추어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는 것이 곧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접근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아리스트텔레스가 말하는 로고스이다. 

논리구조를 제안하기 앞서 언어의 구성체계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다. 언어는 우리가 세상

을 배우고 설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대해 무엇을 어

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습득하는 것이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개 같은 시선으로 세상

을 바라보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다. 비슷한 생각 즉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끼리는 서로가 쉽게 소

통하고 쉽게 동화될 수 있다. 이것을 공통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의 인지적 형태가 프레임, 

즉 사고의 틀이다. 

프레임은 언어를 통해 습득되는 까닭에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개인이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입장

과 처지가 다르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 다른 생각을 나름 합리화하는 것이 논리이다.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자기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취합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공고히 해간다. 이 같은 논리구축 방법은 자세히 보면 묘하게도 연

역적 사고와 닮아있다.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맞추어 근거들을 보강하는 것이다. 

설교에서 성경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라면 논리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 말씀 스

스로가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씀에 대해 해석하고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주장하려고 하면 논리가 필요해진다. 그렇게 해야 청중이 설교자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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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앞서 설교자 스스로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먼저 정립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한다. 

나의 관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일관된 논리를 구성하기 어렵다. 입장이 확실해야 논리가 서고 메시

지 구성이 일관될 수 있다. 자료를 찾고 활용하기도 용이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메시지

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일관되게 전달되어야 청중은 쉽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받는다. 논리구

성은 형식이지만 그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고 소통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일반적이지만 바람직한 설

교논리의 구성 순서를 크게 나누면 다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설교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주제와 소재를 정한다. 설교가 다른 스피치와 구분되는 가장 

큰 한 가지는 설교는 성경말씀을 텍스트로 한다는 점이다. 설교는 성경으로부터 무엇을 말할 것인

지를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제와 소재는 상호보완 관계로 주제를 정하면 그에 맞추어 소재

를 찾아야 하고, 소재를 먼저 떠올린 경우는 소재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

다. 소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절기에 따라 주어질 수 있고 설교자의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

지만, 주제는 설교자의 정체성과 관심,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소재나 주제의 선택은 설교자가 평소 

말씀 속에서 얼마나 경청하고, 관찰하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등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말씀은 66권 안에 담겨있지만, 어떤 말씀을 선택하고 무엇으로 그

것을 설명하는가의 깊이와 넓이는 설교자에 따라 달라진다. 무한정으로 깊어질 수도 있고 곁가지만 

훑고 지나갈 수도 있다. 소위 성도가 들을 가치가 있다, 없다는 설교의 평가는 이 부분에서 결정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주제가 정해지면 다음은 하고 싶은 말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루

코크는 “설교의 힘은...구성에 있다”고 강조한다(정인교, 2004). 같은 말도 무엇을 먼저 말하는가에 

따라 영향이 전혀 달라진다. 가령 부정적인 평가 다음에 긍정적인 말은 효과가 거의 없다. 반대로 

긍정을 먼저 말하고 부정을 언급하면 긍정에 비해 부정의 효과는 반감된다. 어떻게 말할 것인지 순

서가 중요한 이유이다. 

순서를 정하는 것은 단순나열에 그치지 않는다. 각 순서를 어떤 관계로 엮을 것인가가 논리이다. 

논리를 만드는 것, 순서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은 설득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다. 가령 인과관계인지, 문제와 해결 관계인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인지 등

에 따라 연결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연결고리, 즉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논리이다. 이렇게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메시지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자연스런 흐름을 만들어 상

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상대의 프레임에 맞추어 호흡을 불어 넣어주는 것과 같다. 

정리하면, 설교자는 먼저 무엇을 말할 것인지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

지를 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논리구조이다. 설교에서 논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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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보다 주어진 설교 시간과 관련이 있다. 대략 20-30여 분에 이르는 설교에 순서와 논리가 없

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혼란에 가깝다. 긴 시간 동안 중언부언이나 무한반복을 거듭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이렇듯 시간에 비례해 설교량이 많아지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 

장에 이르는 원고에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면 설교자 자신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전달자가 혼

란스러우면 청중도 혼란스러워진다. 순서를 정하고 앞뒤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논리이고 

이것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III. 설교의 논리구성 

주제가 정해지면 다음은 본격적인 논리구성에 돌입해야 한다. 논리구성은 시간과 장소, 상대와 

경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시간이 넉넉지 않다면 1개 또는 2개로 구성을 단순화하는 것이 좋고, 시

간이 넉넉하다면 3개 정도의 논리구성이 바람직하다. 구조는 3개로 나누되, 이들 간의 상관관계는 

따로 설정한다. 4개 이상의 구조는 청중이 말로 듣고 청력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구성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교문 작성은 이들 상황에 맞추어 2개 또는 3개로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흔히, 서-본-결의 3단 구조가 완벽한 논리구조라고 강조되는 이유는 사람의 머리가 이해할 수 있

는 가장 적절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3보다 적으면 논리가 부족해 보이고 3보다 넘치면 복잡해진다.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수사적 논증법은 삼단논법이다. 삼단논법은 명쾌하고 간결하게 메시지

를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논법을 논증에서 가장 강력

한 것이라 하였다(문영식, 2011). 연역적이든 귀납적 논증이든 그것을 완성하는 과정은 3개의 논리

적 순서로 진행한다. 어느 것이 더 유용하거나 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연역적 논리구

조는 문자시대이후 가장 널리 사용된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설교를 실행할 때, 대부분의 설교자가 

문자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까닭에 문어적인 구조가 더 공고화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연역법이든 귀납법이든 어느 것이든 필요에 따라 차용이 가능하다. 연역법이 과거의 것이고 귀납

법이 현대적인 것이라는 편견은 잘못되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설교를 구

성하는 방법이다. 설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는 물론 하나의 구조다. 구조랄 것도 

없지만, 처음부터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하면 된다. 가령 성경구절 하나만 제시하는 것이 그것에 해당

한다. 2단으로 가면 가장 간단한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과 현실의 대립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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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경-현실

성경과 현실을 대비시켜 살펴보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명확히 바라보기 위해 종종 활용되는 방식

이다. 성경에서 기준을 찾고 그것으로 현실을 진단하기 때문이다. 설교에서는 창조-타락-구속-회복

의 커다란 프레임 안에서 말씀을 보여주고, 현실 문제를 살펴보거나, 반대로 현실의 문제를 소개하

고, 성경에서 비슷한 상황이나 장면을 찾아 대비시키는 논리구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구조에는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 생각했던 2분법적 문제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는 현실은 잘못되

어 있고 이상세계는 완벽하다는 의식과 맞닿아 있다. 대부분의 진단과 해답은 현실은 ‘창조세계’의 

왜곡이나 타락으로, 해답은 믿음을 통한 예수의 ‘창조질서 회복’으로 귀결된다. 때로는 구약과 신약

의 비교로, 때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갖가지 이야기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성

경말씀은 현실과 상호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대조, 대비, 비교, 연관 등

의 논리로 풀어진다.  

현실을 성경과 비교하는 방식은 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청중이 복잡한 논리구조를 수용하기 적절

치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논리구조라고 할 수 있다. 2분 구조는 강렬한 대비 효과가 핵심이다. 비

슷한 2분 구조로는 과거-현재, 전-후, 좌-우, 정-반, 선-악 등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믿음

이 없는 사람과 믿는 자를 비교하거나 교회에서의 간증 등을 쉽게 떠올려볼 수 있다. 신앙을 갖기 

전과 후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간증의 백미는 놀랍도록 변화한 전과 

후의 극명한 논리적 대비에 있다.  

2. 문제-해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논리 전개법은 문제-해결의 프레임이다. 성경-현실 프레임과 같은 2

분법 구조이지만 앞의 논리가 성경-현실의 극단적 비교라면, 문제-해결 프레임은 성도가 맞닥뜨리

는 갖가지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보편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전통적 설교에 비해 

귀납적 설교에 해당하는 논리로 성서지식이나 교리전달을 위한 설교보다 청중이 맞닥뜨린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성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구하는데 적절한 구조이다. 에슬링거(1995)에 

의하면 설교는 청중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문제-해결 프레임에서 설교는 청중과 함

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함께 참여한다. 설교자는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성경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득적으로 제시한다. 

문제-해결이 2단계 구성이라고 하면 문제-원인-해결은 3단 구성이다. 문제와 문제점은 조금 다른

데, 문제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면 문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

다. 다시 말해,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코로나19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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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오염, 인간의 탐욕, 무분별한 경쟁 등이 원인일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초래한 창조섭리의 왜

곡과 잘못된 운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성경-현실 구조가 현실문제와 성경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답을 찾는 형식이라면, 여기서는 문제를 

찾아 규정하는 것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에 다소 심층적 혜안과 추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성경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거나 직접적인 

해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현실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나 해답을 구하는 일

이 단순하지는 않다. 설교자의 지적 영적 능력과 참여자의 영성과 지혜, 집단 지성 등을 통해 찾아

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규정하는 것과 해답을 찾는 과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

무리 주관적인 견해라 하더라도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원인의 2분법적 구조가 현상과 해결을 바로 연결지음으로써 원인을 간과하거나, 다

소 거친 논리로 설득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면, 문제-원인-해결 구조는 보이는 현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명함으로써 원인과 해결을 보다 섬세하고 지혜롭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논리적이

고 설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는 문제의 원인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찾아내는 과정을 구조화하게 되면 설교의 깊이가 더해

질 수 있다. 보이지 않던 것에 생각하거나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논리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용도 가능하다. 먼저 문제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의 원인과 문제점을 찾다보면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해결은 보편적이어서 성경에서 답을 구하기도 쉬워질 수 있다. 문제의 나

열 (1,2,3)-> 공통된 원인과 문제점 규명-> 성경적 해결의 논리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문제와 해결 프레임은 오늘날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다. 종류는 다르지

만 정부나 기업의 회의는 모두가 이 프레임 내에서 작동된다고 보면 된다. 문제 때문에 회의하고 문

제점 찾기에 올인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골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를 찾아내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제-원인-해결 프레임

은 설교자의 능력에 따라 문제의 발견, 해석, 원인 규명과 해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설교자 개

개인의 현실감각과 영적 감수성, 그리고 성찰과 영적 지혜 등의 능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논리구조

라고 할 수 있다.  

3. 완전한 화법: 사실(관찰)-정리(요약)-감정(평가)-요구(권면)

휴먼커뮤니케이션 교과서(Adler and Proctor II, 2015)에는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구사할 수 있

는 완전한 소통의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완전한 화법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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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귀가가 늦은 딸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다. 

1) 어느 순간부터 네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알고 체크를 하게 되었다. 

1월에는 3번, 2월에는 5번, 3월에는 10번에 이르렀다.  -사실

2) 늦은 귀가가 많아지고 늦는 걸 보면 아마도 네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정리 

3) 내 입장에서는 과년한 딸이 밤늦게 다니게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감정

4) 앞으로 늦게 되면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면 좋지 않겠냐. -요구 

이러한 화법은 상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끝나기 전, 즉 1)번이나 2)번을 얘기하는 것만으로 

상대가 바로 화자의 말의 취지와 내용을 알게 된다.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인데, 가족의 경

우는 프레임의 밀도가 훨씬 강해서 더 빠르고 수월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말하기’는 어느 관계

에서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소통의 효율성은 물론 논리적으로도 완벽한 정당성을 갖추게 된다. 

완전한 화법이 설교의 구성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화법의 논리구성 체계에 있다. 첫째, 객관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알려준다. 이때 나열되는 사건은 많을수록 이해력이 증가하지만, 3개 정도가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제시된 사건들에 대해 정리해 준다. 그래야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누구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탓에 화자 관점에서의 정리는 상대방의 새로운 깨달음을 불러

올 수 있다. 셋째, 이 사건들에 대해 갖게 된 나의 해석 즉 평가에 감정을 덧붙인다. 이때 청중은 상

대의 의도나 진의에 대해 알게 되고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청중과 전달자

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넷째,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레 상대에게 권면이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으로서의 논리 전개는 소통이나 설득에 이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누구나 자

기식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식으로 합리화하고 살기 때문에 무턱대고 자기 주장이나 요구를 하는 것

보다 먼저 상대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전개하고 이를 설명하면 상대는 거부감을 풀고 사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게 됨으로써 상대의 주장이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리구성은 

아래 제시되는 전통적 설교프레임 구조와 비슷하다. 즉 주장의 메시지에 앞서 먼저 사실을 전개하

고 그 다음에 자신의 평가와 감정, 요구를 하는 순서로 설득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법은 시사다큐

나 신문 사설 등에서 빈번히 목격되는 효과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구성법으로 특별히 권면이나 설득

을 목표로 하는 설교에서 가장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 PREP

고전적 설교의 전범으로 일컬어진 연역적 설교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주제설교나 대지 설교이

다. 먼저 요점이나 결론을 제시하고, 그에 맞추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연역적 설

교의 논리구조가 PREP과 유사한데 오히려 이를 더욱 공고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PREP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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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이유(Reason)- 근거(Example)- 주장(Proposition)의 4개 구조로, 네 번째 P는 논리

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논리가 전개되면 4번째 주장은 청중의 머릿속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완성

된다. 

PREP은 매우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정치 경제 뿐 아니라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책토론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논리구조이다. PREP을 따라 토론자가 자기 주장을 전

개하면 가장 단단한 논리체계를 갖춘 듯 보여 대부분 큰 저항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 합리성을 갖추

었다고 받아들인다. 

PREP에서의 첫 명제는 설교 제목과 같다. 그 다음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은 대지와 가깝다. 대지, 

즉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쟁점이나 핵심을 3으로 나누는 것이 소위 3대지이다. 대지는 본문을 읽고 

난 다음 설교자에 의해 선택된다. 주장이나 명제가 선포되고 그것은 몇 가지 이유와 근거로 설명된

다. 설교 주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면 설교자는 그것의 이유와 근거를 다양한 관점에

서 제시하게 된다. 이유와 근거는 설교자마다 다를 수 있다.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 제시하거나, 개인

의 간증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례를 통해 상대의 마음에 소구할 수 있다. 무엇을 내세우는가에 따라 

각자가 강조하는 의미 또한 달라진다. 

전통적 설교 구성 방법에서 P 즉 설교주제나 소재를 찾아내는 것, 다시 말해 본문에서 무엇을 끌

어내는가는 설교자의 능력과 관련된다. 설교자의 영적, 지적 능력이 발휘되는 지점이다. 주제나 소

재  즉 쟁점을 찾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의 뼈대와 줄거리를 쉽게 만들 수 있다. 핵심을 무엇으

로 선택하는가가 곧 설교의 제목이나 주제로 연결된다. 쟁점은 대개 2-3개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편

한데, 3대지 설교처럼 3개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지를 찾으면, 각 대지별로 그것

을 명료하게 하고 보강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게 된다. 흔히 소지라고도 하는 데 정확히는 논거에 해

당한다. PREP에서는 이유와 사례 등 사실에 기반한 증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은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갖추어야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유가 대개 주관적 주장이라

면, 근거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다. 주관과 객관적 사실이 주장에 정당성에 부여해야 상대는 바야

흐로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생각한다.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비로소 설득에 가까워진다. 이 구성을 

정리해보면 1-3-1 또는 1-3-3 정도로 함축해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주제를 3개의 대지로 펼쳤다가 

다시 주제로 돌아오거나, 하나의 주제에서 시작하여, 3가지 대지로 나누어 강조하고, 각 대지 별로 

결론을 맺는 방법이다. 논거는 대지에 부속된다.     

PREP의 논리구조가 과거의 논리이니 현대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오

래되었다고 진부한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지 못하면 구태의연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3대지 설교 방

법은 여전히 강력한 논리적 완결성을 갖는다. 이유나 근거 역시 3개 정도로 제시되는데 그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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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 가장 논리구축에 적절하다. 이유나 논거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사된다. 예

를들면 증언, 통계, 인용, 사례 등이 활용된다. PREP을 활용하여 설교의 뼈대를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되면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게 되어 매우 단단한 설교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전통적 설교 프레임: 성경-해석-의미-권면

전형적인 성경본문 해석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논리순서로는 앞서 제시한 ‘완전한 화법’의 흐름과 

유사하다. 설교자는 먼저 성경본문을 제시하고, 각 구절을 자세히 해석하고 설명한다. 본문 등장의 

역사적 배경, 앞뒤 문맥, 등장인물들의 관계 등을 함께 설명하면 본문이 입체적으로 떠오르게 되어 

청중에게 상상력을 부여한다. 관련 구절이나 원문의 뜻을 더해 설명하는 것 또한 이해력을 배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설교자의 전문성과 특별함이 더해져 설교에 대한 신뢰감이 증가한다. 본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다음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주관적으로 증거한다. 설교자가 느낀 

감동과 의미, 교감의 내용 등 평가를 덧붙이는 것이다. 본문 해석이 객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

이라면 이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은혜를 나눔으로써 청중과의 감성적인 교감을 도모한다. 

경험이나 예화를 활용해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를 보여주거나 들려줄 수도 있다. 논리구성 

단계에서 주관과 객관을 완벽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논리의 순서를 객관적 

설명, 그 다음 주관적 평가를 덧붙이는 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설교자 스스로도 논리를 

확립하고 그에 맞춰 말의 순서를 따라가고 자료정리도 쉽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성도들에게 오

늘 본문이 주는 의미와 교훈, 가르침을 제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논리를 완성한다.  

여기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설교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해석의 기준은 성경안에서 찾

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석법이기 때문이다(김운

용, 2002a). 설교본문이 선택되면 설교자는 본문에 대한 이해와 묵상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과 노력이 선행되어

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설교자가 본문에 대해 바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다. 메시지가 정리된 다음에

야 비로소 주해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주해서에 의존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내 입술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 주해서에 의한 설교가 나의 설교를 대신하게 되면 청중의 감동도 그만큼 사라

지게 된다. 설교는 설교자의 생각이 자신의 입을 통해 전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설교자의 이해와 

신념, 감동과 은혜가 청중에게 나누어지고 은혜를 받는다. 설교자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

했는가는 고스란히 청중의 반응과 공감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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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메시지 편집: 선택과 배열

설교의 주제나 소재에 맞추어 앞에 제시한 논리구성이 만들어지면, 다음 설교 전달의 순서를 고

려해야 한다. 전달순서를 먼저 정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논리를 구성한 다음에 

전달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다. 흔히 말하는 서-본-결의 구조는 논리라기보다 문장의 나열순서

에 해당한다. 복잡한 학술 논문도 본문내용을 완성한 다음에 목차를 다시 만드는 구성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신문기사의 경우도 내용이 만들어지면 편집기자의 손에 의해서 비로소 재구성, 즉 편집의 과정을 

거친다. 즉 제목, 헤드라인을 정하고, 리드인 첫 문장을 구성하며, 그 다음으로 본문을 위치시킨다. 

제목은 눈에 띄기 위해 다소 선정성을 가미하고, 리드는 한눈에 전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5W1H 방

식을 선호하고, 다음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설교에서 제목은 다소 도전적이거나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하거나, 본 설교에 앞서 요약문처럼 내

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령 설교의 제목을 질문으로 제시하거나, 본문이나 대지 

도입부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는 형태의 문장제시도 추천할 만하다. 질문은 청중의 주의를 환기

시켜 집중력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상상력과 참여를 부추길 수 있다. “그렇다

면 하나님은 왜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

하고 다녔을까요?” 또는 본 설교에 앞서 간단한 전체 그림을 소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

다.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다소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머

릿속에서 메시지 해독에 가장 적합한 프레임을 끌어내는 작용을 한다. 즉 무의식적이지만 자동으로 

설교를 해석할 틀을 준비하는 것이다. 설교는 상대의 머리에 프레임을 작동시켜야 내가 하는 이야

기가 비로소 쉽게 전달될 수 있다.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설교의 제목, 간단한 요약, 책의 목차 등이 

프레임을 환기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상대의 머리에서 프레임을 끌어내야 비로소 나의 프레임과 

상대의 프레임이 조우하게 되고 소통이 훨씬 원활해지는 셈이다. 마치 우주선이 서로 머리를 맞대

고 도킹상태에 도달해야 비로소 상호교환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V. 결론 

설교는 매우 구조화된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교회라는 특정 장소, 시간 등 물리적으로 보이는 

구조도 있지만 생각이나 가치관, 태도와 신념 등 보이지 않는 구조에서 행해지는 말씀의 전례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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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다. 설교를 전례로 생각하면 정해진 조건에서 설교하는 일은 매우 간단한 작업일 수 있다. 구조에 

맞추어 재료만 손질해서 담아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설교가 말씀의 전달이면 그 방법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하지만 설교가 말씀의 향연이라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말씀

에 역사하는 성령의 힘은 어떤 구조로도 가둘 수 없고 담아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크래독의 말처럼 

설교자는 성경말씀으로 들리는 작은 소리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해 오늘날 청중들의 삶과 세상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방식

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크래독, 2002: 93). 

설교는 그만큼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논문이 설

교전달의 수사적 논리만을 다룬 것은, 말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설교자의 몫이지만 설교자와 

청중의 소통에는 수사적 소통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였다. 특별히 우리나라 설교자들의 경

우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설교능력에 대해 민감하

면서도, 설교를 잘하는 방법은 발음과 발성 등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설교를 단지 스피치로 생각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목회현장에서도 설교자의 목소리는 크고 

감성적 소구는 넘치지만 왜 그들의 설득력이 반감되는지 인식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현

실에서 설교의 방법, 즉 설교전개의 논리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갖추는 것이 소통의 핵심적 방법이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본 논문은 목회자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에서 설교작성에 가장 유

용하다고 생각한 논리구조와 구성의 방법을 소개하였다. 설교자나 청중의 눈높이에서 가장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한 것들이다. 설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프레임 이론을 적용하여 논리구조의 적합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앞서 밝혔듯, 논리란 단지 이것밖에 없다는 절대 기준이나 방법이 아니다. 이미 내 안에 자리잡은 

논리구조를 찾아내어 구성하는 것이고, 자신의 주장에 맞추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논리구조는 다양한 영역과 문헌에서 얼핏 거론되거나 등장

한 것이지만 설교에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한 것을 연구자가 찾고 재구성한 것이다. 논리라는 

것은 정해진 답이 아니라, 발견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설교행위가 말씀의 선포인지 적극적인 설득

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설교자의 관점이 개입한다는 점을 인정하

면 당연히 설교자에게도 자신의 관점과 주장에 따라 자기 논리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논리 구성은 사실 어렵고 복잡하거나 대단히 전문적인 작업은 아니다. 오히

려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사적 방법론에 불과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수사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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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활용하는 까닭인데, 언어는 이렇게 또는 저렇게 붙여도 의미가 통하는 요술성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 수사학에서도 논리적 증명은 설득이 용이하도록 그럴듯하게 믿게 만드는 수사적 논증방식

이라고 쓰고 있다(강태완, 2010).

본 논문에서 제시된 논리구조들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어디선가 배운 것이고, 알고 나니 

별것이 아니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알고 있다 할 수 

없다. 연구자의 경우도 어디선가 본 적은 있지만 논리의 활용을 배워본 적이 없다. 논리라고 하면 

연역법, 귀납법, 변증법 등이 생각날 뿐, 그것은 고전 속에 있거나 막연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 생

각했고, 활용은 시도조차 해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논리의 중요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

고 생각했지만 논리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다. 주변에서도 논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만약 논리를 먼저 생각한다면 많

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처럼 뼈대를 먼저 세우고 살을 붙이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일이 한결 간단하고 명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면 

필요와 불필요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많은 것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설교 현장에서 논리구축이 필요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인터넷을 통한 자료찾

기가 쉬워진 이후 설교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자료가 풍부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묵상을 통한 준

비는 소홀해지고 설교의 내용은 가벼워졌으며 논리와 주장 또한 사라지고 있다. 자료가 혼재되어 

자신의 주관과 논점이 분명하지 않게 되어버렸고 간접화법이 주류를 이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목소리는 크지만 울림은 없고 주어가 ‘나(I)’가 되는 자기고백적 설교 대신 주어가 빠진 간접화법이 

횡행한다. 직접화법이 아닌 간접화법은 상대를 설득시키기 어려운 방법이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투사해서 온 맘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00라고 합니다”. “00인 것 

같습니다”, “00라고 쓰여있습니다”식의 설교는 ‘아멘’이라는 화답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좋은 말

씀을 전한 것일 뿐, 청중이 말씀 가운데 개입하여 감동하며 하나가 되는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설교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다면 설교의 역동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사실 설교의 방법을 바꾸거나 어느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바람직한 모양도 아닌 듯 

하다. 그런 의미에서 크래독이 주장하는 귀납적 설교로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크래독도 그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의 강조점은 설교가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선언

적이라는 것, 삶과 동떨어져 있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도를 수동적이고 무뇌적인 

인간으로 대상화하고 일방적 지시만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자는 데 있었다. 설교를 회복함

으로써 삶을 문제를 해결하고 목회자와 성도의 격의없는 교류를 통해 설교의 본래적 목적, 즉 사람

에 대한 인간구원에 다가가자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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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를 말씀의 전달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선포자나 전달자의 역할로 자임하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

이다. 자신을 갈아 넣거나 부어 넣지 않아도 되고 자기고백적 신앙상태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

문이다. 그래서인지 설교자가 개입하고 노출하고 고백하는 설교는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성도들과 

함께 교감하고,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 말씀의 향연이 비로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의외로 관계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공자와 번지의 대화는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논어의 안연편에는 번지라는 수레꾼 제자와 공자의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번지가 묻는다. “스승님 인(仁)이란 무엇입니까.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愛人)”라고 공자가 

답한다. “그렇다면 지(知)는 무엇입니까. 지의 근본은 사람에 대해 아는 것(知人)”이라고 답한다. 그

것으로 대화는 끝난다. 훗날 신영복은 이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서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

기를 열어 자기를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자기를 

열어 보여준다. 인과 지의 관계는 결국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화이

다. 이 대화는 묘하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방법과 같다. 그가 먼저 자신을 낮추어 사랑한 것

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다. 그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을

까.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영복은 자신의 논리로 지와 인의 관계를 설

명해 내었다. 논리적으로 보면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핵심을 강조한 것

이다. 공자가 인과 지를 서로 관련된다고 보았거나 그 둘의 관계를 본래 그렇게 설명하였는지는 불

투명하다. 공자와 번지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신영복이 자신의 관점에서 인간관계

의 본질을 성찰하고 그 둘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그의 설명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 올리고 ‘먼저’

라는 순서를 부여한 것은 연구자가 다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것이다. 이렇듯 논리는 단순한 사실

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 설명이 다시 독자나 청중의 기억을 소환해 내는 

특별한 기능을 하게 만든다. 논리는 자칫 놓쳐버렸을지 모르는 단순한 존재나 사건에 설명력을 제

공하고 그 설명이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 공감이 향후 서로 힘을 모아 나가는 일체감을 형성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논리가 없는 설교는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하기에 동의를 

끌어낼 수 없고 다양한 청중의 공감을 불러내지 못한다. 논리는 교과서에서만 존재하는 복잡한 구

성체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고, 특별히 설교 전달과정에서 말씀의 깊고 넓은 

의미를 발견하게 만들 수 있다. 설교가 보다 많은 청중을 감동으로 이끌고자 하면 감성적 소구도 필

요하지만 더불어 이성적 설득과정이 필수여야 하고 그 근간은 논리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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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논리프레임 활용* 

Application of Logical Fram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of Sermons 

본 연구는 설교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설교논리를 제안하고자 쓰여졌다. 

오늘날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크래독(Craddok)은 과거 전

통적 설교가 지나치게 선언적이고 이론적이어서 현대를 사는 청중의 삶과 괴리된 까닭에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귀납적 설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자칫 전통적 설교인 연역적 설교의 무용론을 이끌 가능성이 있고, 현대사회에 적합

한 설교구조가 따로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설교에 적합한 방식이 과거와 현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청중에 따

라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설교의 목적은 어떻게 청중과 소통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하기에 설교의 방법 또한 시의적절하게 활용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사학

의 목표는 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득의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본연

구는 가장 유용한 소통의 방법으로 프레임을 제시하고, 프레임에 맞춘 설교 논리 몇 가지를 제시하

였다. 

하나는 성경본문-현실, 둘째는 문제-해결 또는 문제-원인-해결, 셋째는 관찰-요약-감정-요구 넷째

는 PREP, 다섯째는 성경본문-해석-의미-권면의 구조이다. 

이들 논리프레임은 연구자가 경험한 설교의 전형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구조로 생각되지만,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변용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논리프레임을 참고하고 익혀서 설교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적절한 소통의 길

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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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ological nature of the stress 

experience of foreign ministers and to elucidate its meaning. To this end, six foreign 

church ministers working in Korean churches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to reveal the nature of the stress 

experience of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experience factors 

of stress experienced by foreign ministers are divided into 5 components and 13 

subcomponents. The five components were classified as relational stress, ministry stress, 

personal stress, stress coping method, and desire for the Korean church. To summarize 

the subcomponents,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not only ministry stress, but also 

interpersonal and personal stress in the field of ministry. In addition, there is no joy in the 

distrust and disrespectful attitude of Korean ministers and members toward themselves 

as ministers, and limitations in their roles, as well as experiencing psychological conflicts 

about ministry. Nevertheless, they found that they were overcoming stress through the 

support group, and that they were supporting their lives as ministers by relying on God's 

promises.

Key words : foreign ministers, stress experience, Korean church, migrant missions, 

phenomenolog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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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은 한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진

입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그만큼 타문화에 대한 개방과 수용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

다. KD한국 교회희망봉사단(2013)의『이주민선교에 기초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적으로

도 이주민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 그리고 단체 숫자는 총 575개로 조사

되었다. 

초기 이주민 사역은 시대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한국인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까

지도 이주민 선교를 위한 사역자 육성에 대한 연구(구성모, 2020)가 진행 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

인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특수한 영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

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육성해야 한다(구성모 외, 2015; 윤대진, 2016)는 

요청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윤대진(2016)과 구성모(2015)는 외국인 사역자를 한국인 사역자

들과 함께 목회적 훈련을 함으로써 한국인 사역자들의 조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했다. 이는 한국 교회가 가진 좋은 전통을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한국에서는 물론 자신의 국가와 연

계된 사역에도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 석창원(2016)

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귀화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자발적으로 

동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기 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주민 리더십이 충족되면 그들만의 독립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문화 사회의 진입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기관의 숫자를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외국인 

사역자의 리더십이 요청되고 더불어 이주민 사역에 자리 매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사역자의 사역적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사역, 그리고 선교 전략에 대한 연구에 비해 외국인 사역자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교회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 그리고 우울증 등에 대한 연구

는 꾸준히 있어 왔으며(고병인, 2004; 김준수, 2007; 오태균, 2009; 이관직, 2009; 하재성, 2015),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김세경, 

2018; 서한비 외, 2018; 이안나 외, 2019). 그러나 한국 교회라는 독특한 상황 가운데 존재하는 외국

인 사역자들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을 위한 외국인 

사역자의 필요와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들에 대한 연구는 불가피하다. 외국인 사역

자들은 한국이라는 이질적인 문화 안에서 그 사역의 대상이 한국인이든, 모국인이든, 그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게다가 한국인 사역자가 겪는 스트레스도 함께 경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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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선교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으면서도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사역자가 경험하고 있

는 스트레스와 그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동역자인 외국인 

사역자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

일반적으로 이주민이란 그 지역에 터를 두고 산다는 의미로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불리고 

있다. 본래는 외국인 노동자로 지칭되다가 결혼과 이민 등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이 많아지면서 이주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로 인해 입국한 사

람들 모두를 통상적으로 이주민이라고 칭한다. 또한 국내와 외국이라는 지리적인 이분법적 사고

를 지양하고,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고로부터 그렇게 불리고 있다(구성모 외, 2015: 

20). 그러나 이미 정부기관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주민을 ‘외국인’으로 지칭하여 정책

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선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주민 사역자’는 일반적으로 이주민을 대상

으로 사역하는 한국인 사역자를 가리킨다. ‘현지인 사역자’라는 호칭도 한국에서는 한국인을 지칭

함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 교회 내 사

역하는 외국인을 지칭하여 ‘외국인 사역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윤대진(2016)은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국가에 비해 외국인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외국인 

사역자 양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열악한 이주민 선교 단체가 외국인 사역자를 임용하

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사역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GMS 다민족사역연합체(2020)의 보고에 의하면, 이주민 사역은 대부

분 한국인 사역자가 책임자로 운영되거나 혹은 외국인을 동역자로 두고 있다. 70여 처소에 함께 사

역하는 외국인 사역자는 약 1/3에 달한다. 연구자는 몇몇 국가별 외국인 사역자들의 SNS 연락망을 

통하여 사역자 통계를 대략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국(동포 포함) 250명, 러시아 약 100명, 

몽골 약 50명, 베트남 35명, 인도네시아 약 25명, 캄보디아 10명, 방글라데시는 약 3명 등 총 8개 국

가의, 약 473명의 사역자가 사역 중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타 교단과 집계되지 못한 나라의 사역자

를 고려한다면 그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에서 신학과 관련된 학업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다. 

외국인인 그들이 한국에서 학업과 사역을 병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오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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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트레스를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고국에서 목회의 경험이 전무 하거나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지

식이 없을 경우 스트레스는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뿐만 아니

라 사역의 다방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Hiebert(2018)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회의 개인과 집단을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변화의 모든 것

을 문화적응으로 보았다. 외국인 사역자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은 일상적이다. 특히 대

부분의 외국인은 관광객의 단계에서 문화 충격의 위기에 해당하는 각성의 단계, 회복의 단계, 적응

단계, 즉 문화 충격의 4단계를 지난다. 이때 문화 충격의 진짜 문제는 스스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심리적 왜곡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일그러뜨

리고, 몸을 황폐하게 만든다(Hiebert, 2018: 97). 

Tom O’Bryan(2019)은 1950년대, Hans Selye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건

강문제와 연관시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Hans Selye는 1955년 의학저널 <Science>에서 스트

레스와 과로로 소진된 교감신경계가 관절염, 뇌졸중, 심장질환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

여주었다(O’Bryan, 2019: 221). Aldwin(1994) 또한 스트레스가 사람과 환경의 여러 작용을 통해 생

성되며, 심리적 또는 생리적인 고통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Oswald(2007)의 주장과 같이 모

든 종류의 스트레스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신체적 반응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더 세

부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하여 Berry(1991)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양상을 포함하며, 불

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 상태, 소외감, 신체적인 증상, 정체성 혼란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Hiebert(2018)는 타문화에서 문화 충격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우울증에 시달리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와 환경이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예상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경험(서한비 외, 2018)은 한국문화의 특별함, 한국어

의 이해 부족감, 학업에 대한 중압감, 사회적 관계의 미흡함, 경제적 부담감이라는 스트레스의 기본

적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새로운 문화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험은 우울과 불안처럼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이안나 외, 2019). 한국 교회 사역자는 일중독, 심리적 불안정, 비교의

식, 권위주의, 자기 비하 등과 같은 내면적 요소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업무시간, 긍정적 피드백의 결

여, 가정을 위한 시간의 부족, 비현실적인 기대, 낮은 급료, 휴식의 박탈, 일정조절 능력의 상실, 불분

명한 업무의 역할 규정, 사역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 등 조직 환경에서 탈진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이관직, 2009). 미국의 성직자의 경우는 성격 유형, 질병, 우울증 및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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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 및 개인 업무 기능 장애 등 스트레스의 내부적인 요인과 역할의 모호성, 과도한 사역 시간의 

불균형, 갈등, 사역 결과에 대한 평가, 가족이슈, 사회적 지지의 부족, 불충분한 재정, 배우자 역할의 

모호성, 재배치 등 외부적이 요인, 그리고 다른 영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Gauger, 2012: 27-42).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가 녹아 있는 한국 교회 내에서 외국인 사역자가 사역할 때 경험하는 스

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사역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타문화권으로 진

입할 때 경험하는 고통과 일종의 역기능 즉,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Berry, 1997)을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

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사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20세기 초 Husserl의 현상학은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또한 주어진 사실성에서 출발한다. 

인간과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자연적 태도에서 세계와의 직접적이며 원초적인 접촉으로 되

돌아가는, 엄밀히 말하면 철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보고이다(신

경림 외, 2013: 13). 현상학적 시각에서 주요 관심사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로 인간 경험의 기

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료를 얻고자 질문을 한다. 전형적으로 그 현상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무엇

을’ 경험했는지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통합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료를 얻고 귀납적으로 분석

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에는 모든 개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

게 된다(Creswell, 2018: 102).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경험의 ‘본

질’을 연구하는 총체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의 특징은 첫째, 개인의 경험과 현상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가치 판

단과 추측, 가정을 배제한다. 둘째, 개인의 경험과 본질 탐색을 위해 주로 심층 인터뷰 방법을 활용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반성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셋째, 현상의 경험을 명확히 서술

하는 것으로 이론이나 모델을 만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조성남 외, 2017: 131). 이에 따라 연구

자는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깊고 정확하게 다가가도록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경험한 스트레스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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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신경림(2013)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참여자 선정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목적표집방법(Charlick 

et al., 2016), 즉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 

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한국어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역자 6명으로 구성하

였다. 참여자 중 한국 교회에서 사역경험이 짧은 경우에도 이미 한국 교회를 2년 이상 경험한 자에 

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며, 모두 아시아계 외국인 사역자들이

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는 Table 1과 같고, 한국 교회 내에서 사역하는 외국인 사역자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이유로 인해 노출되기 쉬운 개인 신상에 대한 보호요청과 선교 차원의 보안유지를 

위해 국적은 기록하지 않았다.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대 지역
한국 교회 
사역경험 

학업 관련

참여자 1 남 30대 부산 6개월 석사 과정

참여자 2 남 20대 울산 2년 6개월 석사 과정

참여자 3 남 20대 경남 2년 6개월 학부 과정

참여자 4 여 20대 경기도 2년 6개월 석사 과정

참여자 5 여 30대 부산 3년 6개월 박사 과정

참여자 6 남 30대 경남 10년 이상 박사 과정

           

2. 자료 수집과 방법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6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는 2020년 7월 22일 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1회, 혹은 1회 이상으로 더 이상 새로

운 주제가 드러나지 않고 포화될 때까지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구성 시간은 약 90분에서 120분간 

실행하였다.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여 연구주제와 목적, 그리고 자료수집 방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이미 식사와 티타임 교제를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해 오픈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왔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과 시간을 조율하

여 참여자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비교적 조용한 커피숍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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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OVID 19로 인해 지역적 방문이 어려움으로 외부의 간섭이 없는 공간을 활용하여 화상 인터뷰

를 실행하였다. 

연구자는 “외국인 사역자로서 한국 교회에서 어떤 스트레스 경험했습니까?” “당신은 스트레스

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스트레스가 준 영향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스트레스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나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스트레스 경험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한국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

니까?” 와 같이 미리 준비한 질문을 활용하여 반구조화된 형태의 자연스러운 면담이 진행될 수 있

도록 하였다. 면담 시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도록 참여자의 경험을 자연

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하였고,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여 듣고 관찰 한 후, 그 내용을 함께 기록하였다. 그리고 면담 종료 후 소정

의 감사 표시를 하였다. 면담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전화 통화나 문자로 추가 자

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 중  Giorgi(1994)의 검증 방법은 인간 경험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참여자 개개인의 시간적 맥락과 상황적 독특성, 그리고 개별적인 구조를 드러내 주는 네 가

지의 필수 단계로 이루어진다.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전체적 내용의 인식단계로 녹취 자료

를 반복해서 듣고, A4용지 약 20장 이상의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는다. 그리고 모호한 부분은 참

여자들에게 확인하여 인터뷰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전사된 연구 자료의 대략

적 내용 파악이 아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자체에 집중하여 읽으며, 스트레스 경험 진술과 의

미의 변화가 드러난 부분에 표시하고, 심리학적 의미로 전환되는 현상의 의미 단위를 구별한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의미를 추출하고 구분, 분리하는 단계를 거듭 반복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 참

여자가 진술한 의미 단위들을 학문적으로 변형하여 현상에서 그 내용이 비약되거나 벗어나지 않도

록 한다. 특히 연구자는 타문화권 적응과정에서 추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선지식이 관여하

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이러한 추측과 가정을 배제하기 위해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였다. 마

지막으로 외국인 사역자들의 스트레스 경험 구조와 의미 단어를 원 자료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하여 

다시 묶어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하위 구성요소들을 통합하여 스트레스 경험의 의미를 잘 

보여주기 위한 구조적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실들을 일반적

인 구조로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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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성

김영천(2012)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직접 자료 수집하고 자료의 분석 과정을 실행해야 함으

로 연구자의 자질과 역량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국 교회 내 사역하는 외국인 

사역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선행연구 하였다.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에 대

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부터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서적과 논문을 선행연구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토와 검증 기초자료(신경림 외, 2013)에 따라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하여 

의도적인 점검과 확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구하기 위한 탐색

과 적극적 관찰, 그리고 상황을 그대로 반추해내는 인지적 과정이 있었다. 또한 그 의미를 찾고, 자

료를 비교, 대조, 분류하였으며, 추론과 증명, 정정과 수정하는 종합적인 탐구 현상을 거쳤다. 

질적 연구는 삶의 맥락과 의미의 이해, 그리고 다양성과 주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에 대한 

수용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

제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장기간 타문화권에서 거주하며 축적된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 혹은 선입견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전사 자료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은 참여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하여 확인

하는 작업을 거쳐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단계별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

자들에게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었는지 확인을 받

았다. 그리고 분석이 완료된 후, 상담학 석·박사와 외국인 사역자 3명, 그리고 지도교수에게 교차 검

증을 실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Ⅳ.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에서 먼저 도출한 공통된 의미 단위들과 하위 구성요소들을 통합한 결

과 스트레스 경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공통된 의미를 관용적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재통합

하는 자료 분석과정의 순서에 따라 도출하였다. 외국인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경험하는 스트레

스는 관계적 스트레스, 사역적 스트레스, 개인 스트레스로 3개의 스트레스 관련 구성요소와 스트레

스를 극복하는 방식, 한국 교회에 대한 바람으로 총 5개의 구성요소와 13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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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nents of the stress experience of foreign ministers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 단위

관계적 
스트레스

사역자 관계

- 담임 목사의 높은 기준과 요구, 강압적 태도로 지적, 평가함
- 배려와 이해심 부족 
- 모범이 되지 않고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중성
- 여성사역자에 대한 편견

성도 관계

-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고 장학생으로 생각하고 질투, 평가함
- 도와줘도 부담스러움
- 나이, 위치에 대한 고려로 자연스러운 관계 맺기가 어려움
- 현지 성도와 한국 교회 사이의 갈등조절에 대한 부담  

사역적 
스트레스

업무의 부담감 

- 사역에 대한 지침과 지도 없이 맡는 일과 많은 예배 참석 
- 한국어로 설교와 찬양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
- 예배 참석 성도 수에 대한 부담감
- 언제나 주목과 판단 받는 사역자의 위치 

사역적 제한

- 재정 사용과 사역의 권한 부재, 성과위주에 기반 한 협조 
- 사역전문가가 아닌 직분자들의 존중, 신뢰 없는 지도와 관리
- 목사와 담당 집사 사이에서의 불편한 소통 
- 재정, 사역 요청을 위한 절차가 길고 복잡함 

한국 교회 문화
- 계층적·수직적 구조에 기반 하여 요구되는 무조건적 순종
- 교회의 직분에 따른 호칭이 익숙하지 않음
- 제도와 예의(눈치, 존중)가 혼합된 절차로 혼란스러움

 개인적 
스트레스

심리적 갈등

- 기쁨 없는 사역으로 주말이 부담되어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음
- 실패자, 낮은 자존감, 자기부정, 그리고 죽음까지도 생각함 
- 사역을 포기하고 어디든 가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음
- 힘들어도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곳이 없음

경제적 부담

- 재정 사용에 대한 간섭과 조언
- 낮은 사례로 생활이 어려운데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고 함
- 학비, 사역비 후원받는 것이 조심스럽고 자립하고 싶음
- 부모님,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과 미래에 대한 고민 

학교생활

-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 한국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해 친구가 없어 외로움
- 지도교수의 부당한 요구가 트라우마로 남음
- 장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직원의 부당한 대우와 하대

건강 문제 - 코피, 두통, 머리 빠짐 등 신경증으로 치료받음 

스트레스 
극복 방식

지지그룹
- 교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성도와의 관계 및 교제 
- 교수님, 한국어 교사, 동역자, 가족의 격려와 지지

신앙적 해소
-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함 
- 상담실 이용, 책읽기, 일기와 SNS로 표현

사역의 열매
- 자신 : 부르심에 순종, 목회적 지식과 경험, 사역자로 세워짐
- 사람들 : 사역에 사용되어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보람 느낌

한국 교회에 
요청 

겸손과 존중
- 겸손한 자세로 본을 보이며 진정한 협력자로 존중해주길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포용
- 한국 교회 문화와 소속교회 소개 및 교육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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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적 스트레스 경험 : 갈등 관계와 자신에 대한 평가 

외국인 사역자의 관계적 스트레스 경험은 갈등 관계와 자신에 대한 평가 현상으로 나타난다. 먼

저 갈등 관계 현상은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들의 높은 기대로 인해 발생한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한

국 목회자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자주 경험하며, 그 기대와 요구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에 좌절감을 느낀다. 또한 그들의 강압적인 태도는 외국인 사역자에게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

다 인신공격으로 느껴지게 한다. 

“우리가 일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목자님은 완벽주의라서.. 진짜 목사님이랑 일하면 힘들 거에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야 하니까요. 저는 항상 조심해요. 저한테 비난을 돌릴까봐. 믿어주고 존중해줘야 

하는데 너는 이거 부족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

게 요구하고 또 지적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기 싫어요. 일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싶은 거에요.”(참여자 6) 

  

외국인 여성 사역자의 경우 여성 사역자를 무시하는 발언이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을 통해 

한국의 남존여비와 같은 문화적 요소에서 비롯된 태도를 경험한다. 그들은 “시집이나 가지 뭐 하러 

신학을 공부 하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사람들은 외국인 사역자가 한국어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로 치부하거나 배려와 이해심 없는 태도, 혹은 하대하는 

어투로 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사역자들은 깊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한국 사역

자들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것을 시작으로 사역이 부담스러워지고 관계

의 실패감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평가 현상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교회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장학생으로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그들의 학업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 재정적인 상황 등 개인적

인 부분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되며 평가 받는다. 외국인 사역자의 삶은 마치 교회 내 펼쳐진 

오픈 북과 같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사역자들과 성도들로부터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저런 

간섭과 평가, 그리고 판단에 시달리면서 언행을 조심해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한다. 따라서 

외국인 사역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된다. 

한국 성도의 나이를 모른 채 친근한 친구처럼 대했다가 성도로부터 혼쭐이 난 후부터 한국인을 

만나면 무조건 몇 살인지 부터 묻거나 아예 거리를 둔다는 경험도 있었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20, 30대의 외국인 사역자는 어눌한 한국어를 하는 학생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을 갖추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한 참여자는 성도



2892021. 12 

한국 교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의 후원과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자신에 대한 평가 때문에 개인 스케줄

이 흐트러짐을 감수하고도 항상 ‘예스맨’이 되어야 한다며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특히 그 대

상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는 자신의 행동이 한국 문화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자신

이 했던 말이 괜찮은지 아닌지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처럼 관계에 필요한 한국문화

의 복잡한 예(礼)는 성도와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자신에 대한 평가는 스

트레스를 낳게 하고, 이 때문에 사역자나 성도들에게 형식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여기는 뭔가 하야라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사람에게 농담으로 했는데 근데 갑

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 그렇게 하면 절

대 안 돼. 이거는 문화차이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조심스러운 거에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때부터 나이 많은 사람이면 친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수할까봐. 실

수하면 서로 다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마음의 문이 닫혀서...”(참여자2)

2. 사역적 스트레스 경험: 사역에 대한 부담과 제한 

외국인 사역자의 사역적 스트레스 경험은 사역에 대한 부담과 사역적 제한으로부터 나타난다. 고

국에서 사역적 경험이 전혀 없이 단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한 경우나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추천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적 부담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목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교회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외국인 사

역자들은 교회 운영 흐름을 대충 눈치로 파악하고 있었다. 사역대상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일 경

우 그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한 참여자는 새벽예배 차량 운전부터, 일주일에 3-4번 한국어 설교와 

학업까지 병행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경험을 호소하였다. 한국 교회 사역자들은 자신의 

일이 많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외국인 사역자에겐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OO사람인데 한국말도 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어로 한국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 와~ 그런 건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안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면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또 고민하고...” (참여자3)

  

특히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역의 가시적인 열매에 대한 부담은 극심하다. 한 참여

자는 각 부서의 예배 참석 인원 숫자가 사무실 칠판에 집계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비교가 되고, 

숫자적으로 사역적 성과가 없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민감한 반응도 하였다. 그리고 예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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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수가 적을 경우는 사례비를 받는 것조차 미안하고, 그렇다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라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고 토로한다.

다음으로 외국인 사역자는 사역적 제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사역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부서를 담당하는 직분자의 관리와 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장 힘든 점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도에 의해 사역이 관리 되

는 경험을 자주 한다. 사역에 필요한 재정사용에 권한이 없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를 요청하는 

절차는 길고 복잡하다. 허락을 기다리다가 시간은 가고 어쩔 수 없이 되는 대로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외국인 사역자는 사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역적 장애물을 직

면한다. 

“교회절차는 조금 복잡하고 어떤 때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교육방

법, 예배드리는 형식, 보통은 교회에서 하면 되는데, 어느 날 약간 새롭게 하고 싶고 뭐 그렇게 밖에서 뭐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로 물어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보통은 따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없고, 먼

저는 행정목사님, 행정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만약 행정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기억하시

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참여자1) 

외국인 사역자들은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은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서도 유독 한 부분에 대해

서 극심한 스트레스 경험을 호소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에 대한 지적이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담당자는 외국인 사역자가 설교를 제대

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담당 집사나 장로의 이

러한 태도에 대하여 교회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감안하고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회가 청빙

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담당 직분 자의 태도로 인해 자신의 역할에 혼란을 느낀다. 외국인 사역자

는 불분명한 사역적 역할과 제안으로 사역자로서 존재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저를 뽑는데, 또 신학교 신학생이라서 뽑아주는 거잖아요. 안 믿어주면 왜 뽑는지, 그리고 이

렇게 뽑아주는데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그 내용을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저한테 좀 당황스러웠어요. 

굳이 제 눈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믿어주는 느낌 드는 거에요. 설교 내용도 

일 년 설교 계획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예배부에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많이 헷갈렸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2년 동안 신대원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집사님은 신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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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는지...”(참여자5) 

 

외국인 사역자에게 사역자나 직분의 상하관계는 한국 교회의 특별한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 유교

문화에 기반 한 인간관계와 하야라키를 지향하는 한국 교회 제도 안에서, 현지 사역자는 복잡한 직

분과 권위에서 나오는 긴장감을 경험한다. 그들은 사역적으로 제한이 있더라도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에 따른 스트레스를 낳는다. 이처럼 외국인 사역자는 한국 교회에서 

여러 사역적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더불어 사역적 제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있다. 

3. 개인적 스트레스 경험: 심리적 갈등과 삶에 대한 책임 

외국인 사역자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경험은 사역과 학업에 대한 심리적인 갈등과 삶의 책임에 대

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경험은 교회 사역자로서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으로 외국인 사역자에게는 큰 고통이자 딜레마이다. 그들은 주말이 되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부상한다고 했다. 정신없이 반복되는 주일 예배와 사역은 마치 회사를 다니는 것과 유사하다고 느

낀다. 완벽주의 성향의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에게 사역과 개인적인 면에서 지적과 꾸중을 받아 스

트레스를 받고 혼자 울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쉽지 않다. 그들

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도 않은 개인적인 좌절감과 우울감, 그리고 실패자라는 느낌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 자기 부정,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한다.  

“거기에서(교회에서)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진짜 많이 외로워요. 외롭고, 같이 대화

할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교회 창문 딱 열고 멀리 쳐다보면서, 우울한 표정으로, 우

울한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교회는 나를 그때는 사랑해주고 또 나를 인정해줄까... 

이런 거. 진짜 마음이 울컥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 있었거든요.” (참여자6) 

한 참여자는 사역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고 한다. 

사역자로서 겪는 딜레마로 인해 자신의 처지와 믿음 없음을 탓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외국인 사역

자는 한국인 목회자와 다르게 자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평가, 그리고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구와도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결국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다. 

외국인 사역자의 개인적 스트레스는 생활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다. 외국인 사역자의 경우 

학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례비는 더 부족하다. 한 참여자는 ‘소를 사용하려면 먹이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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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국의 속담을 들며 자신이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설명하였다.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재정 사용에 대한 간섭과 조언까지 듣기도 한다. 심지어 개인 통장을 정규적으로 확

인하는 목회자의 요구도 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학비, 사례비를 언급하며 사역자에게 압박감을 

주기도 한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자주 말하니까... 아, 전도사님 우리 교회서는 학비, 생활비 이런 것도 주고 잘 해

주잖아요? 그러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일 잘 해야 돼요, 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교회에 일하는 거 싫

다면, 더 좋은 교회 있으면 다른 교회가도 좋아요, 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아! 내가 이 교회

에서 후원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참여자3) 

참여자들은 가끔 번역과 같은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낮은 사례를 받으면

서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교회의 요구 때문에 달리 경제 사정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한다. 반

면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타 학과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을 보며 부러움을 느낀다.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국인 사역자에 비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자신의 사례비가 더 적은 것을 보고 합리적이지 않은 처우와 차별을 경험한다. 한 참여자는 성도들

은 교회가 외국인 사역자들을 알아서 챙겨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학교에서 좀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를 것이라고 했다.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현실

적인 책임에 대한 경험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수고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고 땀 흘

리는 보람을 누리길 원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다고 한다.

외국인 사역자에게 학교는 학업에 대한 책임의 현장이다. 학교 직원의 부정적인 말투와 표정, 차

별적인 태도에 대한 경험도 스트레스로 남는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교회 목사님

의 요구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학교 수업은 언어로 인해 항상 부담스럽고, 따라가기 쉽지 않은 범위

로 선택과 포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한국어와 전공수업을 잘 해내고 싶지만 

그것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학업에 있어서 긴 시간과 노력, 그리고 깊은 슬럼프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교수님이 강의할 때는 알아 듣는데, 근데 외울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하

루에 50페이지, 100페이지, 잘 하는 사람들(한국사람)은 아마 책 한권도 읽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주

말까지 해도 책을 완전히 읽을 수 없어요. 한두 단원 여러 번 읽어서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다른 건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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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외울 수 없으니까요...”(참여자3)

쉴새없이 돌아가는 사역업무는 외국인 사역자에게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까지 야기한다. 사례비 부족으로 부모님이 아파도 도울 수 없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때 참여자들은 좌절을 느끼고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외국인 사역자는 머

리가 많이 빠지거나, 약을 먹어도 두통이 해소되지 않거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 신경외과를 찾

기도 한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경제적 부담과 학교생활,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

을 직면하고 있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매일 눈치 보면서 긴장하고 와~ 진짜..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보통 아니에요. 전에는 몸이 그렇게 

반응한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을 때는 온 몸이 다 아파요. 이게 갑자기 나이든 사람처럼... 진

짜 나이든 사람이라면 입원했을 거에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몸이 아프고 이상하게 되더라구요. 며칠 동

안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진짜 계속 심장이 쿵쿵쿵쿵 하는 거에요. 그렇게 살아요.” (참여자6) 

외국인 사역자들은 ‘몸이 많이 힘들고 지쳐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 

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적 고통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

고 절망적인 감정이 함께 병행된 결과로 볼 수 있다. 

 

4.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극복 방식: 지지 그룹과 신앙적 관점

참여자2는 고국에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한국생활 초기에는 어떻게 스트

레스를 해소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먼저 일상생활의 주

변 인물들을 통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학

교 상담실이나 아는 교수님을 찾아 상담을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주목할 점은 협력자들이나 지인

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정규 교제 모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 극복을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다른 소그룹 공동체의 지지를 경험하기도 하였

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 지지 그룹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관

계를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제 상태는 토요일(교역자 모임)을 너무 기대하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

을 너무 즐기고... 지금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교회에 안가고 싶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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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이 전도사 사역 그만 두면 이거(관계가)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만약 제는 전도사 아니라면 이 사무

실안에 있지도 못하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사님들 만날 수도 없고....”(참여자5)

외국인 사역자들은 스트레스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 ‘혼자’라는 감

정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을 때 그들은 먼저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죽고 싶다는 극단

적인 절망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을 경험

한다. 즉, 그들은 자기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근거 설정을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에서 발견한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제 생각에는 어디에서나 혼자

가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일할 때 충분히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걸 느낄 수 있어요. 내 나라에서는 

걱정 안 해요. 내 나라야.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뭔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렇게 하게 되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는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참여자2)

외국인 사역자는 학업과 교회 사역을 통해서 목회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로써 자신이 사

역자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감격하고 감사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국의 복음화를 위

해 부름 받은 자로 여겼다. 사역의 열매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역의 귀중함과 사역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극한 스트레스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이 시간을 더 잘 극복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학업과 사역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시고, 그분

의 약속이 성취 되고 있음을 확신 한다. 그리고 그들의 조국이 복음으로 새로운 나라가 될 것에 대

한 꿈과 소망을 갖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단단한 군사가 되도록 훈련된다는 관점의 전환도 경험

한다. 이처럼 외국인 사역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힘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믿어요. 우리나라에 큰 나무가 있어요. 적어도 30-40미터에요. 그 나무는 

덩치가 크지만 아주 가치 없는 나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무를 건축에서 사용 안하는 쓸모없는 나

무죠. 근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에요. 너는 원래 그런 나무라고, 너의 그 조상 때

부터 그 나무라고. 쓸모없는 나무이지만 나는 이 나무를 사용하겠다고.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그 나무를 사용하겠다고. 옆에 있는 쓰러진 나무들을 세워주는 나무가 되고 사람과 동물들의 먹이와 

쉼터가 될 거라고. 그들의 그늘이 되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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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역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는 ‘인간적응’을 보여준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여러 가지 환경

의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들 자체가 그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적 열매이다. 외국인 사역

자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그들은 한국 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역공동체인 한국 교회 안에서 더 

큰 소망과 비전을 갖는, 변화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된다.  

5. 한국 교회에 대한 외국인 사역자의 요청 : 존중과 협력  

외국인 사역자는 시작부터 한국과 한국 교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다. 부족한 언

어에, 오리엔테이션 없이, 눈치를 먼저 배우고, 시간의 흐름에 의지하여 한국 교회에 적응하고 있었

다. 외국인 사역자는 한국 교회가 한국과 전혀 다른 문화에서 온 그들을 인정하며 존중해 주길 바란

다. 또한 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

한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자마자 한국인처럼 ‘빨리 빨리’, 한국인과 똑같이 일하고 교회에 맞추는 것은 쉽지 않기 때

문이다. 결국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갖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요청한다. 물론 그들은 스트레스 경험에 대하여 소명을 붙

들고 극복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를 받아들이고 그들

에게 요구되는 것을 모두 수용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배움과 성장의 도구로 삼고, 참

을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인 사역자는 스트레스의 모든 왜곡으로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에 대하여 깊은 애정

을 갖고 있으며, 한국 교회에게 존중과 지속적인 협력의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정죄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이해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여

줘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로 

바로 똑같이 맞춰 달라고... 이해해주지 않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 않으면 맞춰줄 수 없어요. 이

해해주고 협력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참여자4) 

 6. 한국 교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일반적 구조 

 

한국 교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 구조는 Figur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제 각각의 

참여자들의 경험 구조와 의미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본질적인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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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 제도적인 특성과 교회 문화를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해야 하는 환경

에 노출되어 있었다. 먼저 그들은 교회 내부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한국 

목회자들의 이중적이면서도 강압적인 태도에 대하여 ‘바리새인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성도들

과의 관계는 때때로 ‘도움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한다. ‘모든 것을 한국어로’해야 할 때, 외국인

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목 받고 평가의 대상이 될 때, 참여자들은 자신이 ‘펼쳐진 책’과 같다는 느낌

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성과위주의 사역재정 지원으로 인해 좌절감을 맛보았으며, 교회 직분자에

게 설교 내용을 감시당할 때는 자신이 사역자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과 동시에 역할의 모호함

도 느낀다. 이처럼 한국 교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사역에 대한 부담과 제한적인 여건, 수직적인 제도

와 복잡한 절차, 뿐만 아니라 직분에 따른 호칭과 예절, 여성에 대한 편견 등 다양한 문화적 영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불명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절차와 더불어 교회 직분(참여

자들은 ‘등급’처럼 이해했다)에 따른 사역자들과 직분자들 사이의 불편하고 묘한 관계까지 눈치로 

살펴야 했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눈치껏 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한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사역자들은 위에 제시된 수많은 정보들과 복잡한 역동성을 빠른 시간 

내에 입력, 기억, 그리고 실행해야하므로 쉽게 과부하로 인한 한계에 직면한다. 그리고 곧장 스트레

스는 포화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사역자의 또 다른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발생했다. 먼저 앞서 논한 한국 교

회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관계와 사역에서 오는 여러 좌절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낀

다. 낮은 자존감, 자기부정,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표현했다. 주말만 되면 담임 목사에게 

야단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그들은 기쁨이 없고 부담스러운 날이 주

일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역을 포기하고 어디든지 떠나고 싶다’는 자유를 향

한 갈망이 뒤섞여 심리적인 갈등을 보였다. 낮은 사례비로 생활도 어려운데 재정 사용에 간섭과 조

언까지 듣다보니 가족을 도와주기는 커녕 스스로 독립할 수조차 없는 자신의 망막한 형편을 직시한

다. 한국어 실력은 쉽게 늘지 않아 매번 시험 기간이 되면 ‘선택과 포기’를 반복해야 한다. 한국 학생

들 속에 끼어들기도 쉽지 않고, 때때로 학교직원의 부당한 대우나 하대도 참아야 했다. 참여자들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신경증과 ‘심장이 쿵쿵쿵쿵 한다.’라고 할 정도의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반면,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하기 전, 자신의 고국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단어

를 모른 채 살아왔다고 한다. 한국 교회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

었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다. 참여자들은 그들 주

위에 있는 지지그룹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전환하고자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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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말씀생활을 더 깊이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고, 더욱 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사역을 통해 이주민 성도의 신앙적 성장을 보게 되었고, 이로써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경험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회적 경험과 지식이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를 통해 스

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과 구조 이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스트레스 경험 요인은 최종

적으로 5개의 구성요소와 13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5개의 구성요소는 ‘관계적 스트레

스’, ‘사역적 스트레스’, ‘개인적 스트레스’, ‘스트레스 극복방식’ 그리고 ‘한국 교회에 요청’으로 분

류된다. 하위 구성요소를 종합해 보면 갈등 관계와 자신에 대한 평가, 교회 사역에 대한 부담과 제

한,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사역자

는 그들을 지지하는 그룹과 사역의 열매, 특히 성도와 자신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소명을 통하여 

Figure1. Structure of Stress Experiences of Foreign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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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있다.

먼저 5개의 구성요소 중 3가지 스트레스 구성요소를 통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외국인 사역자들과 

한국 목회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험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사역자들과 한국 목회자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호 관계성과 교회 시스템 내의 경험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귀결 된다는 

것이다. 먼저, 상호 관계성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험은 오태균(2009)의 한국 목회자의 탈진에 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 목회자는 사역현장에서 당회와의 갈등, 교인들과의 갈등, 원

로목사와의 갈등, 부교역자와의 갈등, 사모와의 갈등 등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외국인 사역자도 한국 목회자와 한국인 성도, 그리고 외국인 성도와의 관

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목회자가 목회에 더 헌신적일 수록 탈진하기 

쉬우며(고병인, 2004; 김상복, 2009), 이상주의적이며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기에 자신뿐만 아니

라 타인들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김상복, 2009). 따라서 한국 목회자가 과한 사역의 

범주와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게 되면 이를 외국인 사역자에게 그대로 투영하게 되고 스

트레스가 대물림되는 것이다. 

외국인 사역자가 교회의 장학생인 이유로 언제나 ‘예스맨’이 되어야 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한국 목회자가 성도들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한 채, 과도한 페르조나(persona)를 사용하여 나타나

는 우울과 탈진(고병인, 2004; 하재성, 2015)은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서양의 목회자들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삶은 거의 항상 전시되고, 

“어항”에서 산다는 느낌으로 이어진다(Moss, Sonodgrass, 2020). 그럼에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서양의 목회자들과 다르게 한국 교회 목회자는 체면 문화(shame culture)에 익

숙하여 자신의 실제 모습을 좀처럼 잘 드러내지 않는다(오태균, 2009). 외국인 사역자 역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따라 평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는 한국 목회자

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사역자는 한국 교회와 이주민 성도들 간에 중재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 자주 직면하고, 대부분의 경우 한국 교회의 편에 서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모국의 문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사역자들과 한국 목회자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 시스템 속에서 스트레

스를 경험한다. 이는 한국 목회자의 과다한 사역 업무에 관한 내용(이유경, 2014; 하재성, 2015; 변

재봉, 2018)에서 발견된다. 특히 변재봉(2018)은 신대원생의 직무스트레스와 역할스트레스가 탈진

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과 부담’이라는 과도한 직무 요구가 부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된다

고 보았다. 하재성(2015)은 과도한 성과주의가 지닌 폭력적 성격으로 인해 목회자가 스스로를 착취

하고 억압하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실제적인 착취와 억압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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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과도한 직무 요구와 성과 부담은 고스란

히 외국인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과 요구사항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그들을 얽매이게 하여 유사한 스트레스를 발생 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연구(김준수, 2007; 이관직, 2009)에서 탈진의 원인으로 과다

한 업무 외에 불분명한 사역의 경계를 꼽았다. 한국 교회 목회자는 ‘job description’이 주어지지 않

으므로 스스로 알아서 눈치껏 해야 하며, 심지어 사례비 거론도 비신앙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언

급할 수 없다. 교회조직 속에서 담임목사나 장로들에게 사역의 영역을 침범 당하거나 책임은 주어

지지만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즉 사역의 불분명한 경계로 무기력함을 느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사역자가 담당 집사에게 설교와 사역의 권한, 재정사용에 대하여 통제받

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유사하다. 특히 ‘돈 문제 언급 금지’와 ‘눈치껏 해야 한다’는 점은 한국 

목회자와 외국인 사역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외국인 사역자는 교회 시스템 내 

명확하지 않은 역할과 책임 규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교회 시스템 내에서 외국인 사역자는 대다수의 한국 목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병인, 2004; 오태균, 

2009). 이유경(2014)은 40대 이상 미혼 여성사역자들이 생계비가 부족한 열악한 형편과 부모를 부

양해야하는 책임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사역자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이 흔들리게 된다고 보

고하였다. 외국인 사역자의 경우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것마저도 통제되거나 

비밀로 삼는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생활과 부모에 대한 이중적 책임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심리적, 신체적으로도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미경(2019)은 기독

교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여 목회자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례의 원리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상복(2009), 이흥배(2009: 188-189), 이유경(2017)과 같은 맥락에서 

사례비의 하한선을 정하여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최대한 재정보조가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전문 상담가를 통하여 개인분석과 코칭, 심

리 상담 등을 실시하고, 사역자의 자아와 통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검사

와 필요한 각종 검사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제

공되어야 한다(하재성, 2015;  변재봉, 2018). 이로서 한국인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함께 세워가야 할 

동역자인 외국인 사역자에게 전인적인 회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한국 목회자와 외국인 사역자의 사역적 스트레스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먼저는 한국 교회 내의 

문화충격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계층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에 익숙하지 못하다. 특히 교회 직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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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호칭에 담긴 권력 구조는 유교문화와 혼합되어 복잡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전혜영(1998)은 

한국어 호칭의 형태적 특징과 사용방식은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와 함께 배워야 한다고 주

장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인 관계를 상하의 서열 관계로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윤리를 규정하

는 유교 문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언어 문화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한규석, 최상진

(1998)은 한국과 같이 고맥락적 언어 문화권 속에서 눈치는, 아랫사람이 주로 윗사람에게 보이는 

겸손한 행위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사이라면 눈치로 서로의 흉중을 읽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원범(2008)은 한국 교회의 직분이 본래의 섬김의 정신이 아닌 유교문화에서 

동화된 현상인 서열, 즉 계급(권위)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서열과 

계급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진 직분과 호칭은 한국 교회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직

분과 호칭은 외국인 사역자에게 고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동시에 문화충격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김상복(2009)은 외국인 사역자의 목회자 양성제도

를 강화하여 담임 목사의 철저한 인턴십을 받도록 받는 것을 제안하였다. 인턴십을 통해 시행착오

를 거듭하지 않고 목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인 신대원생과 외국인 사역자의 지지그룹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외

국인 사역자는 학업과 사역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를 지지 그룹과의 만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

소하고 있다. 즉 지지 그룹이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으로 통합되는 근거(Hand, Fehr, 2002: 127)가 

되어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인 신대원생들은 성과 중심의 교회 제도 안에

서 주변에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자원, 특히 주변 동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변재봉, 2018). 

뿐만 아니라 한국 신대원생은 높은 성과를 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경쟁 사회에 몰려있다. 이에 비해 

아직까지 외국인 사역자는 사역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지그룹이 될 수 있는 주변 동료들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된 목회자의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최성상, 김미경, 2021)에서 스

트레스는 단순히 목회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넘어 가족과의 관계와 소명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장기간 목회를 한 경우 목회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소명의식이 소진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상반되게 외국인 사역자는 이주민의 회심과 영

적 성장,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한 사역의 의미를 곧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소명의식으로 연결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역적 의미로 인해 스트레스가 감소되거나 견딜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인간 피조물이 더욱 하나님에게 밀접하게 관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더 완전하게 개체화되게(individuated)되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그는 더욱 개인적인 ‘힘’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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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고 본 Hands, Fehr(2002)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한편으로 외국인 사역자들의 소명의

식은 그들이 이주민의 회심과 영적 성장을 곧, 선교적 부르심과 사역자로서의 성장으로 동일시 여

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영득(2021)은 목회자의 위치 변화, 즉 다른 사람이 적수가 아니라 인

생의 동반자로서, 사역이 고용이 아닌 봉사가 되는 삶 속의 소명(vocation)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사역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스트레

스에 노출되지만 실제로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철저한 영적인 빈곤(poverty of spirit)을 인정

함으로써 영적으로 새로워지는(spiritual renewal)기회를 통해 소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은 극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가장 큰 원천이 되며, 선교의 동역으로 

위치 변화하고 있다. 스트레스의 대처 기능이 상황과 감정을 조절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자아와 더 

큰 공동체 모두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Aldwin, 1994: 190).

결론적으로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연구는 참여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어떤 부정

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한계 속에서 사역자로 세워져 

간다는 교육적인 경험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서열과 계급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교회의 직분에 대

한 부정적인 스트레스 현상을 경험하였으나, 역경을 통한 성장은 긍정적으로 인식된 효과를 낳기

도 하였다. 이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연관됨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Linley 외(2004)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

서 자신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 그리고 고국의 복음화를 위한 소명으로의 위치 변화(손영득, 2021: 

145)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사역자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 경험은 한국 교회

와 성도, 그리고 학교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의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고찰하게 하였고 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사역자

의 스트레스는 곧 한국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목회자

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진단과 해소 방식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나 한국 교회 사

역자들의 고질적인 스트레스와 탈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교회 내 동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에게까지 대물림 된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수와 대

상의 한계점이다. 연구 참여자의 수적인 제한으로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

지 못함으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장·단기 사역의 경력별 차이점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를 

기초로 한 분석을 심도 있게 연구하지 못하였다. 셋째, 각 연령층이 갖고 있는 특성을 따라 심화, 분

류하여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세부적인 연구를 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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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이어 동서양을 포괄하는 외국인 사역자들을 사역 경력별로, 혹은 선교단체나 교회 등 

다른 사회적 환경에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스트레스 경험을 구체적으로 비교 연구하고, 실제적으

로 스트레스 극복 방식들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사역 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

는지 까지 더 깊이 있게 살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외국인 사역자들

을 위한 선교적, 목회상담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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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교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의 현상학적 본질 이해하고, 그 의미

를 밝히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외국인 교회사역자 6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하였다.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하여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

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사역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경험요인은 5개의 구

성요소와 13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나눠진다. 5개의 구성요소로는 관계적 스트레스, 사역적 스트레

스, 개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극복방식, 그리고 한국 교회에 바람으로 분류되었다. 하위 구성요소

를 종합해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사역 현장에서 사역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그리고 

개인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사역자인 자신에 대한 한국인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불

신,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으므로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역

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지그룹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사역자로서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주제어: 외국인 사역자, 스트레스 경험, 한국 교회, 이주민 선교,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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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Abraham Kuyper(1837-1920), a Dutch theologian, politician, 

journalist and educator tried to integrate science and faith. Kuyper founded the Vrije 

Universiteit, in Amsterdam in 1880 and in 1898, while receiving an honorary doctorate in law 

from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in the United States, he gave lectures on Calvinism and 

they were published in 1899 as a book. In this book, especially at Chapter 4, he explains in 

detail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science. Furthermore he dealt with this issue again in 

his three volumes of De Gemeene Gratie(1902-1904). First of all, the ground for integration is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The faith in God’s predestination and providence encouraged 

scientists’ motivation to develop science. The doctrine of common grace restored science 

its domain from medieval bondage. The principle of sphere sovereignty has advanced its 

indispensable liberty from its unnatural bondage. By revealing the ultimate antithesis between 

normalism and abnormalism, Calvinistic faith offered the solution for the inevitable academic 

conflict of principles. In conclusion, it is discussed how Kuyper’s insight has been developed by 

his successors and is now called Neo-Calvinism and his legacy and impact are evaluated and 

some lessons for Korean context are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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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네덜란드의 신학자요 정치가이며 언론인이자 교육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는 1880년 암스테르담에 기독교 대학인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했다. 그가 이 대

학을 세운 이유는 국가와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문

과 신앙이 통합된 대학으로 미래 국가 지도자와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함이었다. 나아

가 그가 1898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명예 법

학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특별 강의를 했던 내용이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칼빈주

의: 여섯 개의 강연)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Kuyper, 1899, 박태현, 2021). 그중 제4장에서 그

는 “Het calvinisme en de wetenschap(칼빈주의와 학문)”이라는 제목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

적 관계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 후, 그가 세 권으로 출판한 De Gemeene Gratie(일반 은총론)

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Kuyper, 1902-1904). 이 세 권 중 학문과 예술 영역만 클로스

터만(Kloosterman)이 부분적으로 영어로 번역한 책이 Wisdom & Wonder: Common Grace in 

Science & Art(지혜와 경이: 학문과 예술에서 일반 은총)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2011). 물론 오늘

날까지도 칼빈주의(Calvinism)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특히 이런 

명칭을 칼뱅도 거부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McGrath, 1991: 259). 하지만 카이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칼뱅의 신학을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및 세계관적으로 

확장하여 일반 은총, 세계관, 구조와 방향 및 영적 대립(antithesis)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발전시

켰는데 그의 이러한 사상은 ‘신칼빈주의(Neo-Calvinism)’라고 불린다. 이런 점에서 카이퍼는 당시

의 협소한 칼빈주의를 극복하면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관계에 대해 더 발전된 형태를 위한 토대 

마련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카이퍼의 사상에 관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가 학문과 신앙

을 통합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다. 카이퍼와 관계없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해 연구한 기독학자로는 미국의 로버트 해리스(Robert A. Harris)가 있다(Harris, 

2004, 2014).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모든 학문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야 함을 강조

한 카이퍼의 사상은 분명히 기독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그가 어떻게 신앙과 학문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그의 다양한 저작들을 통해 고찰해 

보고 다른 학자들의 저작도 제시한 후 그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남긴 영향은 무엇인지 평

가함으로 결론을 맺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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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브라함 카이퍼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한 고찰 

1. 학문과 신앙의 통합 근거 

먼저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 때문이라고 카이퍼는 주장한

다. 즉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

하시므로 우리의 학문 활동도 마땅히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 점

을 가장 예리하게 인식한 학자로서 1880년 10월 20일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여 총장

으로 취임하면서 시내의 신교회(新敎會, Nieuwe Kerk)에서 “영역 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이라는 제목으로 개교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자유대학교의 설립 이념을 한 마디

로 이 “영역 주권”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세상의 다양한 영역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

조하셨고 따라서 각자 개별적인 주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골 

1:16)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한 인치도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Kuyper, 1880, 박태현, 2020). 다시 말해 학문의 영역도 궁극적인 주권은 주님께 있으므로 당연히 

학문과 신앙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엡 1:10) 안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는 자유대학교가 학문과 신앙이 통합된 기독교 대학이 되길 희망했다. 카이퍼의 사상을 계승한 바

빙크(Herman Bavinck)도 학문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보았고(Bavinck, 1897) 도여

베르트(Herman Dooyeweerd)는 이 점을 더욱 발전시켜 학문은 결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Dooyeweerd, 1935: 11, 1953: 3-4, Choi, 2000). 필자는 이 카이퍼의 견해에 동의

하며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기독학자라면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좀 더 구

체적으로 카이퍼가 어떻게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설명했는지 살펴보겠다.

2. 학문과 신앙의 통합 동기 

카이퍼는 학문이란 경험으로 지각한 구체적 현상에서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현상 전

체를 설명하게 될 때 비로소 학문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또한, 개별 학문은 한 항목으로 모이고 

이론이나 가설을 통해 한 원리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결과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

로 엮어내면 학문이 성립된다고 그는 설명한다(Kuyper, 1899: 105, 박태현, 2021: 198). 그런데 하

나님의 예정 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가지신 지혜로 만물의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구체

적으로 말씀을 통해 통일성 있고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이다(잠 8). 따라서 전 우주의 생성, 존재 

및 과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과 질서에 순종하며 자연과 역사 속에는 그 계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책임의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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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청지기로서 만물을 이해하고 다스릴 문화적 소명(cultural mandate)을 가진다(창 1:28). 그러므

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학문은 시작되며, 인간은 이 학문 활동을 통해 창조주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더욱 열심히 할수록 학문은 발전하고 풍성해지며 나아가 이를 올바로 응용하여 창조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현해 나가야 한다. 그 첫 번째 예로 카이퍼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Kuyper, 1904: 500-502). 결국, 피조계는 엄밀하고 일관된 법칙으로 만들

어진 작품이며 그렇지 않다면 학문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문은 하나님의 창조적 발명이며,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학문을 올바로 발전시켜 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더욱 발전시켜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의미하므로 창조 신앙은 학문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카이퍼가 강조한 성경적 신앙은 만물에 고정된 법칙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종속시키고 

그 원인도 이미 수립된 계획에 근거하며 모든 사물이 전체 창조와 역사의 한 유기적 일부를 형성한

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자연법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법과 영적 법칙의 확고한 토대와 기

원을 발견한다. 즉 영적 법칙과 자연법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성취한다고 카이퍼는 설명한다(Kuyper, 1899: 107-108, 박태현, 

2021: 200-201).

이처럼 만물의 통일성, 안정성 및 질서를 개인적으로는 예정으로,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으로 믿는 것이 칼빈주의적 신앙이므로 이러한 신앙은 학문에 대한 동기를 일깨우고 발전을 장

려할 수밖에 없다. 이 통일성, 안정성 및 질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학문은 추측을 넘어설 수 없으

며 오직 우주의 유기적 상호연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학문은 구체적 현상에 관한 경험적 탐구에

서 일반적인 법칙으로, 그 법칙에서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성서적 신앙은 통찰의 통일성, 지식의 확고함 및 질서를 요구하며 이 명백한 필요 때문에 지식

에 대한 갈망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카이퍼는 주장한다(Kuyper, 1899: 108-109, 박태현, 2021: 201-

202).

그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로 그는 1575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레이든(Leiden) 대학교의 역

사적 배경과 그 학문적 성취를 언급한다(Kuyper, 1899: 103-104, 박태현, 2021: 195-197). 네덜란

드에서 최초로 세워진 이 대학교는 스페인 필립 2세의 학정에 대해 80년 동안 계속된 독립전쟁에

서 승리한 후 네덜란드 국민의 요청을 받아들인 빌름 1세(Willem I)에 의해 칼뱅의 개혁 신앙을 따

르는 대학으로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독립 이후 최초로 행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이 대학이 설립

되면서 네덜란드는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낳기 시작했다. 카이퍼는 그 예로 저명한 철학

자였던 립시우스(Justus Lipsius), 문헌학자였던 티베리우스 헴스터하위스(Tiberius Hemsterhuis), 



3132021. 12 

아브라함 카이퍼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한 고찰

작가였던 프랑소와 헴스터하위스(François Hemsterhuis) 그리고 임상의학자였던 부어하브

(Herman Boerhaave)를 언급한 후 나아가 세계 최초로 과학의 연구에 가장 기초적인 도구인 현

미경과 망원경 및 온도계도 네덜란드에서 발명되어 과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음을 상기시킨다

(Kuyper, 1899: 104, 박태현, 2021: 196). 즉 리퍼헤이(Hans Lipperhey)는 안경기술자이자 제조업

자로서, 1608년에 우연히 볼록렌즈와 오목렌즈 둘을 겹쳐서 먼 곳의 물체를 보았을 때 아주 가깝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망원경을, 얀센(Zacharias Janssen)은 현미경을 발명했으며 판 레우언

훅(Antonie van Leeuwenhoek)은 이 현미경을 더욱 개량하여 미생물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의 에디슨으로 불리는 드레블(Cornelius Drebbel)은 온도계 및 세계 최초

의 잠수함도 발명했으며 스밤머르담(Jan Swammerdam)은 곤충학 및 생물학에 크게 이바지하였

는데 그는 자연을 창조의 비밀을 연구하는 기회로 이해하였고 라위스(Frederik Ruysch)는 식물

학 및 인체를 특수 용액에 담아 보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인체해부학 및 의학도 비약적으로 발전

시켰다. 나아가 네덜란드는 16~17세기에 동인도 및 서인도회사를 설립하여 전 세계 무역을 독점

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과 기술 및 문화 예술의 황금시대(De 

Gouden Eeuw)를 열었다.1 가령 메르카토르(Gerardus Mercator)는 이미 1538년에 세계 지도를 작

성했으며, 하위겐스(Christiaan Huygens)는 진자시계를 발명했고 그 후에도 저온 물리학의 개척자

였던 온네스(Heike Kamerlingh Onnes)는 1894년, 레이든 대학에 저온 연구소를 창설한 후 이곳

에서 액체 공기·액체 수소·액체 헬륨의 제조에 성공하여 191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처럼 

16세기 이후 근대 과학이 네덜란드에서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밑받침되었다고 

카이퍼는 그의 일반 은총론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Kuyper, 1903: 253). 

   이 점에서도 필자는 카이퍼의 입장을 지지하는데 이는 그가 구체적인 역사적,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 교수였던 호이까스(Reijer Hooykaas)도 그

의 책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근대 과학의 출현과 종교)에서 근대 과학을 발전

시킨 학자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실례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Hooykaas, 1972, 손봉호, 

김영식, 1987).

3. 학문의 영역을 회복한 신앙

나아가 카이퍼는 칼빈주의적 신앙이 학문의 정상적인 발전을 억눌렀던 중세적 세계관으로부터 

학문을 해방하여, 죄가 학문에 작용하여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낳지 않도록 억제하는 하나님의 일

1) 이에 관해 네덜란드 vpro방송이 제작한 황금시대 특별 다큐멘터리 참고: ‘새로운 학문(Nieuwe Wetenschap) www.vpro.nl/

speel~NPS_1210674~een-nieuwe-wetenschap-de-gouden-eeu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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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은총 교리를 통해 학문을 원래 고유한 영역으로 회복시켰다고 강조한다. 기독 신앙은 본질에서 

구원론적이지만 죄인과 성인, 현세와 내세, 지상과 천상이라는 이원적 요소로 구별하면 그 상호 연

관성을 보지 못하고 서로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중세 천주교는 이러한 오류에 빠져 

은혜의 세계인 천상적 요소만 집중하여 명상하다 보니 자연의 세계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충분

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영원에 대한 사랑으로 현세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영혼만 보살폈

기에 몸에 관한 관심은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은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비적으로 숭배했으며 그리스도는 구주로만 인식되고 그분의 우주론적 주권은 사라졌다고 카이

퍼는 날카롭게 지적한다(Kuyper, 1899: 110-111, 박태현, 2021: 207-208).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러한 이원론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한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

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명이신 영원하신 말씀(요 1:1-4; 요일 1:1-2)”이라고 했고 바

울도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고 존재한다(롬 11:36)”고 증거하며 나아가 구속 사역

의 목적이 죄인의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의 구속과 하늘과 땅의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합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엡 1:10; 골 1:20).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서의 중생만이 아니라 우

주가 새롭게 됨을 말씀하시며(마 19:28) 요한이 밧모섬에서 들은 찬송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었다(계 4:11).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완

성은 구원받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회복이며 그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모든 것이 

되심을 카이퍼는 강조한다(Kuyper, 1899: 111-112, 박태현, 2021: 208-209).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

과 능력 및 지혜를 나타내는 피조계는 죄로 훼손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고 마침내 새롭게 

완성하실 것이다. 성경적 신앙은 현세적인 삶이 영원한 것을 희생시켜 그 가치를 회복한 것이 아

니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한 것이다

(Kuyper, 1899: 112, 박태현, 2021: 209).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도 완

전해질 것이라고 일반 은총론에서 그는 주장한다(Kuyper, 1903: 680).

그러므로 카이퍼는 칼뱅이 다른 많은 신학자와는 달리 자연을 단지 부수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

고 안경 비유를 사용하여 한쪽은 성경, 다른 한쪽은 자연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해

독할 수 있다고 본 것을 매우 중요시했다. 따라서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는 헛되고 어리석은 일들

을 추구하면서 그 능력을 허비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관심은 창조에

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령 그는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 밀라노에서 단지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것에만 헌신하다 본인이 감염되어 사망한 보로메오(Carlo Borromeo) 추기경과

는 달리 제네바에서 칼뱅은 환자들을 영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리하는 위생 정책도 시

행했음을 상기시킨다. 나아가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도 하면서 동시에 선박업자로서 천문학과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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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발전시켰던 플란시우스(Petrus Plancius)도 언급한다(Kuyper, 1899: 112, 박태현, 2021: 210-

211). 따라서 카이퍼는 칼빈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점과 동시에 유사점도 지적하는데 즉 인본주의

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절대시한다는 점은 칼빈주의가 동의할 수 없지만, 자연의 

탐구를 장려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Kuyper, 1899: 113, 박태현, 

2021: 212).

또한,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 카이퍼는 불신 세계도 많은 점에서 뛰어나고 따라서 ‘전적 부패’라

는 교리가 항상 우리 경험과 부합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이 경험에서만 출발하면 우리의 성경적 신

앙고백은 땅에 떨어지고 만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중생은 필

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Kuyper, 1899: 114, 박태현, 2021: 213).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중

세적 세계관은 “순수한 자연적인 것(pura naturalia)”이라는 교리로 탈출구를 찾으려 했다고 카이

퍼는 설명한다(Kuyper, 1899: 115, 박태현, 2021: 215). 즉 삶에는 지상적 영역과 천상적 영역이 있

는데 아담은 두 영역에 대한 준비를 잘하였으나 타락으로 천상적인 것을 잃었지만, 지상 생활을 위

한 자연적 능력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락한 사람이 자연적인 생활에서 탁월

함을 보인다는 인간론 위에 로마 가톨릭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체계는 성경적 ‘죄’ 개

념이 빠져 있고, 인간 본성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잘못된 이원론이라고 카이퍼는 지적한다. 이 교리

에 따르면 성직자는 독신으로 지상적 유대를 끊어 평신도보다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지상의 

소유를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희생하는 수도사는 윤리적으로 성직자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서고 

나아가 모든 지상적인 것과 단절되어 동굴에서 수행하는 고행자는 최고의 완전에 도달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회가 돌보지 않는 것은 모두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지상적 영역을 학문적으로 연구하

도록 격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Kuyper, 1899: 115, 박태현, 2021: 217).

하지만 성경적 신앙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카이퍼는 주장하면서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과 함께 일반 은총 교리로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설명한다. 죄는 그대로 두면 홍수 

이전 시대처럼 인간 생활이 완전히 타락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죄를 붙드셨는데, 이것이 일반 은총이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전체 인류의 

생활 및 자연에 개입하셨다. 하지만 죄의 핵심은 이 은혜로 죽지 않으며, 이 은혜는 영원한 생명으

로 이끌지 못한다. 그러나 야생 짐승을 길들이듯이,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사람 안에서 죄의 활동

을 억제하되, 부분적으로는 그 세력을 부수시고, 부분적으로는 사람의 악한 영을 길들이시며, 그 나

라와 가정을 교화시키심으로써 억제하신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죄인도 사랑스럽고 많은 매력을 

갖게 되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해롭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을 억제하시며 악에서 선을 내시는 분

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죄성을 비난하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 않으면서, 우리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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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한 사회에서 살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두려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인류에게 감추어져 있는 모든 재능을 드러나게 하시고, 일상적 절차에 따라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시며, 지상 교회가 설 자리를 확보해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한다. 이러한 신앙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삶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

께 속하며 이 둘에서 ‘최고 경영자와 건축가’의 걸작을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다른 학문을 저급

하다고 여기며 불신자에게 맡기고 신학과 명상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작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모든 지적 능력을 다해 천상적 사물

뿐만 아니라 지상적 사물도 연구하여 자연과 인간 산업의 생산물에서, 인류의 생활과 역사에서 창

조 질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Kuyper, 1899: 116-

118, 박태현, 2021: 220-221). 이처럼 성경적 창조와 일반 은총에 대한 신앙은 학문의 본래적 영역을 

회복한다고 카이퍼는 강조한다. 이 점에 대해 필자는 카이퍼가 중세적 세계관의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칼뱅의 개혁 신앙이 대안이 되어 학문과 신앙이 통합될 수 있음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본다. 

4. 학문을 자유롭게 발전시킨 신앙

나아가 카이퍼는 칼빈주의적 신앙이 학문을 비자연적인 속박에서 구원하여 필요한 자유를 제공

했다고 강조한다. 자유와 참된 학문 간의 관계는 공기와 우리 삶의 관계와 같은데 물고기가 번성하

려면 물속에서 움직여야 하듯이 학문은 자신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고유한 방

법이 요구하는 바를 엄격하게 지킬 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는 방종이나 무

법에 있지 않고 모든 잘못된 속박에서 벗어나는 데 있는데 그 속박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학문이 필

요한 원칙에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중세 시대에는 국립대학이 없었는데 당시에는 학문

이 “학자의 공화국(respublica litterarum)”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학문적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인 교회에서 왔다고 카이퍼는 지적한다(Kuyper, 1899: 119-120, 박태

현, 2021: 222-223).

서구에는 두 가지 지배적인 권력이 있었는데, 곧 교회와 국가였다. 몸과 영혼의 이분법은 이런 세

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교회는 영혼이고 국가는 몸이었다.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었고 모든 다른 학

문은 신학의 시녀였다. 나아가 교회 권력은 교황에게, 국가 권력은 황제에게 집중되어 교황이 태양

이라면 황제는 달이나 별이었다. 이러한 이원론이 갈등을 일으켜 더 높은 통일성이 요구되자 교황

과 황제는 대권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곤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카이퍼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쓴 두 권의 대작인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반혁명의 국가학)” 1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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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uyper, 1916).2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로 제3의 기관인 대학이 등장하여 교회와 국가와는 독립

된 영역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황과 황제는 이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통치 아

래 두려고 시도했다. 결국, 경쟁에 밀린 대학들은 교황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따라서 다른 대학들도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 학문은 독립성을 포기하게 되었고 학문의 영역이 교회와 전혀 다른 

영역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고 카이퍼는 강조한다(Kuyper, 1899: 120-121, 박태현, 2021: 

223-224).

개혁 신앙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특히 칼빈주의적 신앙은 교회 안에서 수직

적 위계질서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공화적이며 수평적인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그 결

과 대학을 다스리는 영적인 교회라는 머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루터교도들에게 그 대학을 다스리는 

가시적 머리는 땅의 통치자였고 그들은 이 군주를 ‘제 1주교’로 존경했다. 하지만 교회와 국가를 다

른 독립적 영역으로 구분했던 칼빈주의적 국가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

서 박사 학위는 여론이나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기관의 학문적 특성에서 의미

가 있다. 그러자 교회는 다른 압력을 학문에 가했는데 가령 개혁자들의 의견과 출판물에 대해 비난

하며 그들을 박해했는데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카이퍼는 비판한다. 가령 교회와의 

갈등으로 움츠러든 갈릴레오는 침묵하며 상황에 순응했는데 이에 반대하고 맞서면 종교 재판과 단

두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로운 탐구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당시 

교회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이다(Kuyper, 1899: 121, 박태현, 2021: 226).

하지만 카이퍼는 개혁 신앙인들은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 이런 잘못된 입장을 버렸다고 강조한

다. 즉, 교회는 특별 은총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일반 은총의 넓고 자유로운 영역은 교회의 통

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마음이 자유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교회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고, 교회가 이 

중심 목적과 일치한다고 인정하는 만큼만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는 아무도 세상에 관한 연구에 헌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경적 신앙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창 1:28)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순례자로서 그리

스도인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서 지상의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의식을 가진 청지기(responsible steward)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열정을 갖고 노동에 헌

신했고 하나님의 부르심(vocation, Beruf)에 따라 땅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종속되어야 했기 때문

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피조계의 속성과 법칙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학

문을 꺼리던 백성들이 새롭고 활기 넘치는 힘으로 자유롭게 학문의 연구와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고 

2) 본서는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2022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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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퍼는 주장했다(Kuyper, 1899: 123, 박태현, 2021: 229). 가령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망명한 

데카르트(René Descartes)와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로 온 유대인의 후손이지만 범신론으로 출교

당했던 스피노자(Baruch Spinoza) 그리고 프로이센에서 온 물리학자로서 수은 온도계를 발명한 

파렌하이트(Daniel Gabriel Fahrenheit)도 일반 은총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가장 관용적인 네덜란

드에 와서 학문의 자유를 누리며 발전시킨 것도 주목해야 한다. 

나아가 카이퍼는 “일반 은총론”에서 학문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Kuyper, 1904: 487, 

Kloosterman, 2011: 33) 교회와 국가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등장한 기관이지만 학문은 이미 하나

님의 창조에 포함된 고유한 영역이며 소명인데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모든 피

조물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법칙을 올바로 이해하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학문은 결코 교회나 국가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een eigen schepsel Gods)”3

로서 고유한 원리가 있으며 자유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Kuyper, 1904: 488-490). 나아가 

그는 “반혁명의 국가학” 1권에서 당시에 교회 대신 국가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고 대학에 간섭하

는 것도 영역 주권의 원리를 강조하며 날카롭게 비판하였다(Kuyper, 1916: 266-268). 동시에 그는 

“일반 은총론” 2권에서 죄의 파괴적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앙과 통합된 학문이 필요함을 이렇

게 주장한다(Kuyper, 1903: 512):

   죄는 영혼(ziel)을 부패하게 하지만 신학과 교회는 이에 대항한다; 죄는 우리의 이해(verstand )를 

   어둡게 하지만 학문은 이것과 싸운다; 죄는 우리의 육체(lichaam)를 파괴하나 의학은 이것과 싸운

   다; 죄는 자연(natuur)을 저주하나 자연과학을 통해 우리는 반격할 수 있다; 그리고 죄는 인간 사

   회(samenleving )도 부패시키지만 우리는 법과 정의를 연구함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카이퍼는 신학, 인문학, 의학, 자연과학, 법학이야말로 대학 내에 가장 필수적인 학부라

고 보면서 여기서 신앙이 학문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런 의

미에서 카이퍼는 대학이야말로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올바른 도구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모든 학문의 원리와 근본은 일반 은총의 기원

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며(잠 1:7)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잠 28:5b)고 말한다

(Kuyper, 1903: 513, Kloosterman, 2011: 48). 

도여베르트는 이 카이퍼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그의 독특한 기독교 철학 체계인 ‘우주법 이념 

철학(Wijsbegeerte der Wetsidee)’을 정립하였으며(Dooyeweerd, 1935-1936) 나아가 학문적이

3) 이 표현은 바빙크의 저작에서 카이퍼가 인용한 것이다(Bavinck, 189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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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론적 사고는 결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 될 수 없음을 그의 선험적 비판을 통해 명쾌하게 보여

주면서 각 학문적 양상에도 영역 주권이 있음을 강조했다(Dooyeweerd, 1953-1958, Choi, 2000). 

필자 또한 카이퍼가 이 점에서 영역 주권의 원리를 분명히 발견하여 학문의 독립적 영역을 보장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공헌이었고 이것을 기초로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여 국가나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않

고 독립적으로 학문과 신앙을 통합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으

며 그 결과 후학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본다. 

5. 학문적 갈등에 해법을 제시한 신앙

마지막으로 카이퍼는 불가피한 학문적 갈등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밝혀낸 후 칼빈주의적 신앙은 

이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한다. 그는 먼저 모든 학문은 신앙을 전제하며 양자 간에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신앙은 말로 표현되고 이 말들은 사상의 구현이 되어야 하며 이 사

상은 우리의 상황과 상호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학문의 자유로운 탐구는 이론적 충돌을 낳을 수 있고 

그 결과 여러 학파나 사조가 생기지만 이러한 논쟁들은 결국 원리(beginsel)의 갈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이신론, 범신론 또는 자연주의

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들 간의 영적 대립(antithesis)이라는 것이다. 신앙이 우리 의식에 빛

을 비추면 학문과 논증의 필요가 생겨나므로 갈등은 신앙과 학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

는 우주가 정상적인 상태인가 비정상적인 상태인가 하는 신앙적 관점 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

일 우주가 정상이라면, 우주는 잠재력에서 이상(ideal)으로 가는 영원한 진화로 움직이겠지만 우주

가 비정상이라면, 과거에 혼란이 일어났고 그 목적의 최종 달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중생의 능력

뿐이다. 따라서 카이퍼는 학자들을 “정상론자들(Normalisten)”과 “비정상론자들(Abnormalisten)”

로 나눈다(Kuyper, 1899: 123-125, 박태현, 2021: 231-232). 

정상론자들은 자연적 자료에만 의존하며 모든 현상에서 같은 해석을 발견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들은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추론을 파괴하거나 제어하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 이들도 형식적 

의미에서 신앙을 존중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 자료와 조화를 이루는 한에서만 그렇다. 기적

은 부인하며, 냉혹한 방식으로 지배하는 자연법만 존재하고 죄란 없으며 저급한 도덕에서 고등한 

도덕으로의 진화만 인정한다. 이들은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

분을 모두 제거하는 조건에서만 허용한다.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도 인정하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발전이 낳은 산물로 본다. 하나의 신 또는 최고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은 가시적 우주 뒤

에 숨어 있거나, 모든 사물 속에 있거나, 인간 지성의 이상적 반영으로 간주하는 존재를 말한다. 따

라서 이들은 창조 개념을 거부하며, 진화만 받아들인다고 카이퍼는 지적한다(Kuyper, 1899: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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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2021: 232).

반면에 비정상론자들은 상대적 진화는 수용하나 무한한 진화는 반대하며 창조를 고수한다. 이들

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유일한 존재이지만 죄가 그 본성을 파괴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중생, 성경 그리고 그

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주장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이상적 규범을 발견한다고 카이퍼는 

말한다(Kuyper, 1899: 125-126, 박태현, 2021: 233).

카이퍼는 이 두 학문 체계가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대립하여 양자 모두 인간 지식의 전체 영역을 

주장하며 최고 존재에 관한 관점을 각자 세계관의 출발점으로 본다. 이 두 체계는 서로를 인정하는 

상대적인 대립자가 아니라 전체 영역에서 서로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주장을 전체 체계로 세우는 

노력을 단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의 출발점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의 

가능성을 자신의 체계에 작게라도 가진 정상론자는 이중적이고 창조를 진화로 변형시키며, 중생과 

그리스도와 성경을 전제하는 비정상론자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이 

다르며 그 기원에도 공통점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어느 것을 

택하던 모든 것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Kuyper, 1899: 126-127, 박태현, 2021: 

233-234).

나아가 비정상론은 오랫동안 별로 도전을 받지 않았다고 카이퍼는 말한다. 물론 르네상스가 불신

앙적 경향을 은근히 장려했고 인문주의는 그리스 로마의 이상을 향한 열정을 창출했으며, 중세 말

엽 정상론자의 반대가 시작되었지만, 그 후 수 세기 동안에도 전통적인 학문 체계의 기초는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 반대 의견이 본격적으로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새로운 철학

은 최초로 일반적 수준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원리를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비정

상론을 반대하는 다양한 학문 체계가 발전하여 법학, 의학, 자연과학, 역사학의 영역에서 무한한 정

상적 과정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학문 탐구의 출발점으로 도입했다. 결국, 정상론적 세계관이 중심

에 서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카이퍼는 분석한다(Kuyper, 1899: 127-128, 박태현, 2021: 236-237).

하지만 카이퍼는 개혁주의적 신앙이 이러한 학문의 원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의식으

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모든 학자는 자신의 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의식은 사물의 비

정상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같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식이 강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약하거나 전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확실성이 분명하나 다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가 있으나 다른 사

람은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 죄의식, 신앙의 확실성 및 성령의 증거는 칼빈주의적 신앙의 의

식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정상론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식을 강요하며 다른 사람의 의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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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식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식과 다른 사람의 의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순간, 사물의 정상적 조건은 허물어진다고 카이퍼는 주장한다(Kuyper, 1899: 129-

130, 박태현, 2021: 239).

또한, 카이퍼는 칼뱅처럼 사람의 마음에 “신적 의식(sensus divinitatis)”과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이 있다고 보지만 칼뱅이 신자의 의식과 불신자의 의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

한 것도 사실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으며, 회개하지 않은 사

람은 신앙의 확실성을 가질 수 없고,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 없다(요 3:3; 고전 

2:14). 이렇듯 의식의 단절을 모르는 정상론자(비중생자)가 있고, 단절과 변화에 대한 경험을 가진 

비정상론자(중생자)가 있다. 따라서 양자의 논리적 결론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에도 학문이 평가 절하되거나 무시되지 않으며, 정상론자의 학문과 비정상론자의 학문의 차

이는 탐구의 다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의식의 차이점에 있다는 것이다(Kuyper, 1899: 130-

131, 박태현, 2021: 240).

오래전 대학에는 비정상론적 입장을 학문의 공리로 보았고 따라서 소수의 정상론자는 교수직을 

얻기 어려웠고, 박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상론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더 많은 교수

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카이퍼는 보며 21세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비정상론자는 공적 위치

에서 추방되고 있어 기독 학자들은 이 근본적인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많은 대학은 학문

적 능력만이 교수직을 차지하는지를 결정한다고 가정하지 원리적 차이로 두 노선이 대립한다고 보

지 않는다. 하지만 양자의 갈등이 커질수록 대학 생활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학문은 체계를, 교훈

은 일관성을, 교육은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원칙에 서 있는 한 모든 부자연스러운 갈등에서 벗

어날 수 있다고 카이퍼는 보았다. 또한, 칼빈주의적 신앙이 열어준 학문의 자유는 그 원리로부터 학

문적 추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보장함으로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카이퍼는 확신하여(Kuyper, 

1899: 131-133, 박태현, 2021: 247) 자유대학교를 통해 신앙과 통합된 학문을 발전시키려 했다. 

도여베르트 또한 이 카이퍼의 사상을 발전시켜 인간의 존재의 뿌리인 동시에 학문이 성립되는 중

심인 ‘마음(hart)’이 절대자를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 학문과 신앙의 통합적 결과

가 달라짐을 그의 선험 철학에서 명쾌히 밝히고 있다(Dooyeweerd, 1935, 1953). 필자도 카이퍼가 

학문의 전제가 되는 신앙을 분명히 밝힘으로 어떤 학문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보며 이 점은 클라우저(Roy Clouser)도 매우 강조했음을 볼 수 있다(Clouser, 2005, 홍병룡,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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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지금까지 카이퍼가 학문이 신앙과 어떻게 통합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한 내용을 그의 저작들을 통

해 고찰해 보았다. 먼저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하는 근거는 칼뱅이 강조한 하나님의 창조적 주

권 때문이며, 만물의 통일성, 안정성 및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대한 신앙은 학문에 

대한 동기를 일깨우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 학문을 중세적 억압으로부터 원

래적인 고유한 영역으로 회복시켰고, 영역 주권을 주창하여 학문을 비자연적 속박에서 해방하여 자

유를 주었으며, 정상주의와 비정상주의 간의 원리적인 대립을 구별함으로 불가피한 학문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이퍼의 통찰력은 더욱 확대되어 ‘신칼빈주의’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영

역에서 계승, 발전되고 있는데 가령, 카이퍼의 후계자들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

문과 신앙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그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대표적

인 학자는 학문적 사고 자체에 대해 선험적 비판을 시도하여 학문이 결코 신앙적 전제와 무관하

지 않음을 증명한 도여베르트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카이퍼의 후계자들이 모인 대표적인 웹사

이트로는 allofliferedeemed.co.uk가 있다. 가령 정치학에서는 스킬런(James Skillen), 예술 분야

는 로끄마커(Hans Rookmaker)와 지어벨트(Calvin Seerveld), 경제학에서는 하웃즈바르트(Bob 

Goudzwaard), 기술 분야는 반 리센(Hendrik van Riessen)과 스휴르만(Egbert Schuurman) 등

을 들 수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젊은 기독학자들이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포럼

C(ForumC)가 있으며 독일에는 마르부르크(Marburg)에 있는 신앙과 학문연구소(Institut für 

Glaube und Wissenschaft)가 같은 비전으로 사역하고 있다. 영국에는 리즈(Leeds)에 thinkfaith.

net이 있어 젊은 기독학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사고가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풍

요롭게 하는지 탐구하고 있고 미국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칼빈대학교의 칼빈기독학문센터(Calvin 

Center for Christian Scholarship)가 교수들의 통합 연구를 지원하며 텍사스의 베일러대학교

(Baylor University)에도 신앙과 학문연구소(Institute for Faith and Learning)가 활동하고 있다.

기타 실제 정치 영역에서는 네덜란드에서 기독 민주연합(CDA: Christen-Democratisch 

Appèl)과 기독연합당(CU: Christen Unie), 교회는 네덜란드 개신교회(PKN: Protestantse Kerk 

Nederland)와 미국 및 캐나다의 기독개혁교회(CRC: Christian Reformed Church), 대학은 미

국의 칼빈대학교와 카이퍼 대학(Kuyper College)과 돌트대학(Dordt College), 워싱턴에 있는 공

적 정의 센터(The Center for Public Justice), 커버넌트 대학(Covenant College), 캐나다 토론

토(Toronto)에 있는 기독 학문연구소(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리디머대학교(Redeemer 

University) 기타 카이퍼 재단(The Kuyper Founda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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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언급했고 공부했던 레이든 대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고 1876년에 법이 개

정되면서 신학부는 종교학부로 바뀌어 개혁주의적 교수들은 더는 임명되지 않았다. 이를 직시했던 

카이퍼는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여 세속화된 학문과 대학을 개혁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모든 학문과 

삶의 분야가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1980년 이후 이 자유대

학교도 세속화의 영향으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약화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

한 경고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아무리 한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하였다고 할지라도 언제

든지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여러 기독교 대학도 예외가 아니며 

국내 기독교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에는 적지 않은 기독교 대학들과 기독교세계

관 학술동역회가 카이퍼의 사상을 계승하고자 노력하면서 학술지 <신앙과 학문>도 발간하고 있지

만, 앞으로 그의 유산을 더욱 발전시켜 더욱 통합된 연구 업적이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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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요 정치가이며 언론인이자 교육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어떻게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했는지 고찰한 것이다. 카이퍼는 1880

년 암스테르담에 기독교 대학인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한 후 1898년에 미국의 프

린스턴 신학대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칼빈

주의에 관해 강연한 후 네덜란드어로 출판한 책 제4장에서 학문과 신앙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자세

히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그가 1902-1904년에 3권으로 출판했던 De Gemeene Gratie(일반 은총

론)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적 주권 때문이며, 만물의 통일성, 안정성 및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대한 신앙은 학

문에 대한 동기를 일깨우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 학문을 중세적 억압으로부

터 원래의 고유한 영역으로 회복시켰고, 영역 주권을 주창하여 학문을 비자연적 속박에서 해방하

여 자유를 주었으며, 정상주의와 비정상주의 간의 원리적인 대립을 구별함으로 불가피한 학문적 갈

등에 대한 해법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이퍼의 통찰력은 더욱 확대되어 ‘신칼빈주의(Neo-

Calvinism)’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사상 전체와 그가 남긴 여러 저작을 고찰해 본 후 그가 남긴 영향을 간략히 평가함으로 결론을 맺

는다.

  주제어: 아브라함 카이퍼, 학문, (신)칼빈주의, 일반 은총, 영역 주권

최 용 준 (한동대학교)

아브라함 카이퍼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Science and Faith 
focusing on the Thought of Abraham Ku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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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 

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

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

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

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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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ㆍ적절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4) 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ㆍ용어 사용의 명료성, 

(7) 각주ㆍ인용ㆍ참고문헌ㆍ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

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

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

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

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

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

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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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

재를 불허한다.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

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

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8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4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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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

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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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

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

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1)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2)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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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Ο)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서식 가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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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

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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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 명   (인) 소 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서식 나

논문심사료 신청서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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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

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

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

한다.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

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1일

1일

1일

6일

16일

1일

1일

1일

1일

1일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03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1년

1월

1월

2월

4월

1월

7월

4월

3월

6월

7월



3372021. 12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

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가” 판정을 받은 최종논

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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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

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

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

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

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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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Ⅰ, Ⅱ, Ⅲ,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⑴, ⑵, ⑶,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

목은 ‘①, ②, ③, …’, ‘ⅰ), ⅱ), ⅲ),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 하

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회계·이회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

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

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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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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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

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0.05나 

p<0.01, p<0.001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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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

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

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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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 

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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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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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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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번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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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

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

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5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

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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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

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

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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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

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

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로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

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

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

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 kci.

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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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

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은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

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

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

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

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

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

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

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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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

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

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

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

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

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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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

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3512021. 12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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