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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안보문제,

박용옥 전 차관으로부터 듣는다

김승욱: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휴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이라 자제분들도 방문해 

있는데 방해가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옥: 괜찮습니다. 저는 딸만 셋 있는데 위의 둘

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큰 딸 내외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산호세에 살고 있습니다. 오

늘은 부산에 사는 막내 딸 내외만 왔기 때문에 복

잡하지 않습니다. 

김승욱: 이미 칼럼을 통해서 현재 북핵 위기와 관련

되어서 견해를 표명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미간 말 폭탄

이 격화되는 가운데, 메티스 장관은 최후통첩성 경고

장을 보냈고, 김정은은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했습

니다. 세간에서는 방독면과 전투식량이 불티나게 팔

린다고 할 정도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옥: 6.25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위기가 아니

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소문에 휘둘리

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외 국제정치 전문가나 외신

기자들 중에는 한반도에 어떤 악재나 호재가 생기

면 드라마틱한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서 한반도에서 금방 전쟁 날 것 같다고들 하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노선 발언과 김정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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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제30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국군중앙교회의 박용옥(朴庸玉) 장로를 소개합니다. 육사21기로 육군 

중장 출신인 박 장로는 국방부 군비 통제관과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을 거쳐 국방정책실장을 역임했고, 1990~1992 

기간 중 8차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에 남측 군사대표로 참여했으며 전역 후 국방차관을 역임했습니다. 1942년에 평

양에서 출생한 박 장로는 어린 시절에 평양 장대현교회 유치원과 유년 주일학교에 다녔으며, 마지막 공직으로는 이

북5도청 평안남도 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박용원·박용옥·박용숙 3남매가 모두 경기고·경기여고를 졸업했으며, 형

님인 박용원 장로도 육사18기(대령예편)이고 매부인 이준 장로(19기) 역시 국방부 장관(육군 대장)을 역임한 보기 

드문 군인 가문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정책·전략통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현재의 북핵 위기 상황에

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편집자 주).

인터뷰 박용옥 (前 국방부 차관)   |   인터뷰어 김승욱 (월드뷰 발행인)



강경 대응 반응 때문에 전쟁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그런 소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

고, 그 대신 정부와 국방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철

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피하는 

자를 좇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베게티

우스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듯

이, 진정한 평화주의자는 전쟁을 중요하게 이야기

합니다. 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 불가승재기(不可勝在己) 가승재적

(可勝在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이 나를 이기

지 못하는 것은 내가 취약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

고, 내가 적을 이기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적이 취약점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유

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하고도 통하지요. 북

한은 걸핏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데, 우리는 전쟁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쟁 나면 항복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유약

한 자세가 결국 전쟁을 부릅니다. 북한 말 들어주

면 전쟁 안 일어난다면서, 북한 핵도 인정해 주라

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

어주면 핵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화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생각을 노

출시키면, 북한이 볼 때 한국은 절대 대응하지 못

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북한에

서 포격을 하면 우리는 응징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우리 국민과 군의 사기도 

오르고 북한도 함부로 못 합니다. 한미연합방위태

세의 공고성을 보이지 않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도 깰 수 있다는 망언은 북한에 자신감만 

키워 주는 이적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김승욱: 한국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안보 문제를 준

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해

서는 안 된다는 평화론과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

다고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첫날 영화 “남한산성”이 역대 추석 흥행 한국영화 중 

가장 높은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는데, 이 영화에서 

주화론자 최명길과 척화론자 김상헌의 대사가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잘 말해준다고 해서 더욱 인기가 높습

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박용옥: 북한이 반세기 이상을 우리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투쟁을 해왔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능력이 경량화, 소형화되어 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고 평가되면 미국

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핵을 가

진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공존이 가능해도, 북한과

는 공존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북한

이 그런 능력을 가지는 상황이 오기 전에 선재공격

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어

떤 결정을 내릴지는 그때 미 행정부의 판단에 달렸

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선택함에 있어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

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 하

는 행동을 우리가 하여라 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을 사용한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미국은 북한 공격할 

때 한미연합군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국 전력 즉 괌, 일본, 태평양 등

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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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동의를 구할 이유도 없겠지요.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는 주장은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아닙니다. 동의 

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공격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막아보려

고, 외무부 장관을 수차례 미국에 보냈죠. 그 당시 

저는 미국에 대사관 국방무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때는 북한이 지금처럼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

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영변의 핵개발 시설을 미

리 없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

나면 안된다고 하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었던 것이

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미국이 받는 북한의 위협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

래서 선제공격은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할 사항입

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위협할 정도로 

ICBM을 발전시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으려고 하기 보다는, 그때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한에 대

해 분풀이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핵

은 못 쓸 것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정

말 북한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전

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래식 군사공격은 가능합니다. 한국군은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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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미

국의 선제공격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대통령은 그

것은 미국이 결정할 사항이며, 만약 북한이 우리

를 향해 도발하면 우리는 미국과 힘을 합해 단호

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중

국도 할 말 없습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일본에게도 

무시 당하고, 미국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중국은 한

국을 상대거리로도 안 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

한까지 우리를 무시하는 형국입니다. 아직도 핵위

협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어 안타까

울 따름입니다.

김승욱: 평화나 방어를 위한 전쟁은 허용된다는 입장

도 있습니다마는 핵전쟁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핵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박용옥: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핵무기도 

전시에 제한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술핵입니다. 따라서 핵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것

은 평화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원자탄 이론을 제공한 미국의 물리학자 아인슈타

인이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럿셀과 함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선언(manifesto)을 했습니다.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공멸하므로, 소련이 정

복하더라도 공멸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착한 미국

이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단적 

평화주의자들의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만약 그 주

장대로 미국이 핵무기를 포기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쟁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전쟁할 바에야 북한에게 항복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북한 김씨 족벌세

습 정권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8-19장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방문해서, 일종의 남

북정상회담을 가졌지요, 서로 같은 민족이라는 명

분에서, 또 서로 사돈지간이기도 했지만, 여호사밧

은 아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힘을 합쳐서 이방 족

속인 아람과 싸우는 데 동의합니다. 그 전투에서 

아합왕은 전사하고 여호사밧 왕은 가까스로 예루

살렘으로 도망쳐 돌아옵니다. 그때 선견자 예후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

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고 예언하며 비

난합니다. 지금 남북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북한

의 김일성 족벌세습체제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

는 정권입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가장 악한 정권을 돕고 여호와

를 가장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

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는 도와야지요. 그러나 김씨 

족벌세습 정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

은이 예수 믿고 장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

습니다. 그를 빨리 없애 달라고 기도드리지요. 또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은 북한의 기습적인 무력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

면, 김정은 통치권자와 북한 동포를 구분해야 합니

다. 북한 동포는 사랑해야 하지만, 김정은 폭압 정

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 한국에 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북한군 

장성들과 군사회담을 많이 해 봤는데, 일상생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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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할 때는 동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으로 알려진 지

금의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 대장이 당시 남북고

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북측 위원장이었고 저

는 남측 위원장이었지요. 서로 개인적으로 자녀나 

가정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교류가 되는데, 일단 

회담에 들어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관련된 이

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상종할 수 없는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북한 사람들에서 김일성주의 모자만 벗

기면 우리와 같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북한 간의 이질화는 큰 문제가 아니며, 김일성 

종교만 없애면 한 민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씨 왕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

내 종북세력도 안 없어지고 따라서 국론분열도 안 

없어질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도 있지요. 북한 핵 

위협을 못 느끼는 세계 유일한 나라도 한국입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은 이상하다고 합니다. 북한 핵 위

협을 그렇게 못 느끼느냐고 의아해 합니다. 일본이 

방공호 들어가는 연습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

각도 듭니다마는 반면에 한국은 너무 위협을 실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욱: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북

한이 모르지 않을텐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하

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내부용

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옥: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 국가전략을 짜왔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해 온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

다.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어렵지만, 객

관적, 주관적 여건이 점점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

로 간다.”고 할 때 나는 김일성이 헛소리를 하는 것

이고 자기 국민을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김일성의 그 말이 그렇게 틀린 말

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핵 무기 개발도 최근에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

다. 북한은 6.25 전쟁 끝나고 바로 핵 무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로 유학도 보내고 기초 원자로

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국가전략으로 추진

해 왔습니다. 그 목적이 단순히 체제 내부용이라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의 장기적 국가 목표

는 한반도 적화 통일입니다. 그들은 고려연방제 통

일을 주장합니다. 김일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

한과 북한이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 

그러니 둘이 각각의 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합

하여 사는 연방제 밖에 없다. 서로 왕래하고, 각각 

외교권도 갖는 통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 고려연방제통일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

면 바로 적화통일이 됩니다. 고려연방제의 전제 조

건은 주한미군 철수, 반공법 철폐, 남한 내 용공정

부 수립, 이 세 가지입니다. 연방제는 가치와 체제

가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나 미국도 연

방제인데, 각 주가 가치관이나 체제가 같기 때문에 

연방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다

른 상태에서는 연방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남북한

이 고려연방 체제에 들어가려면 위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조건입니다. 북한은 반공법 철폐해서 

용공 정권이 수립되면 남한은 북한의 밥이라고 보

는 것이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

수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북 평화협정이 

필요하겠지요. 평화협정을 맺었으니 이제 주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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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있을 이유가 없고, 따라서 철수하라고 주장할 

수 있지요. 지금은 사장되었지만, 남북기본합의서

가 일종의 평화협정 성격의 남북합의서 입니다. 북

한은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만 체결하

면 한반도는 평화로운 곳이 되니까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반공법

은 녹슨 칼이니 칼집에 넣어라. 그리고 전작권은 조

기 환수하고, 연합사 해체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에 평화협정만 체결해 주면 핵 개

발 안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마는, 미국이 지금 여기에 솔깃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내에 이를 받아들이

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

학의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소장인 지그프리드 해

커라는 핵 과학자도 이에 동의하면서 북한이 더 이

상 실험하지 않으면 적어도 미 본토는 위협이 안 되

니,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현 상황을 인정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

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북한은 이런 조약

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마음대로 합니다. 핵 가진 

나라는 핵 없는 나라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

지만,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월남의 역사를 보면, 

키신저와 평화협정 맺고 바로 월맹군이 무력으로 

남부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협조한 

베트콩 등 수 많은 월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

로 얼마 전의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솔깃하면 안됩니다.

김승욱: 핵그림자(Neclear shadow)를 막는 것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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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의 핵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핵의 위협 앞에 국론이 분

열되고 끌려가면 안되겠지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

은 어떠해야 합니까? 

박용옥: 북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

다. 북한의 전력 중에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 비

대칭 무기가 위협적이지만,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

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단결하면 북한의 군사력을 

훨씬 앞설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박근

혜 두 보수 정권도 강군을 만드는 일에 소홀했습니

다. 우리처럼 위기에 있으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적

게 사용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과거에는 GDP

의 6%를 국방에 쓰다가 지금 2.5% 정도 밖에 안 

씁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울타리 속에서 우리 자

체의 방어 능력을 더 강화했으면 이 수모가 없었

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군사력을 강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북한 공격력도 있고, 비행기가 서

울 상공에 떠서 북한 김정은 집무실을 때릴 수 있

는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을 키우지 않은 이유는 한미군사동맹이 있고 연

합방위체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전력을 다하

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북한이 핵을 가

지고 있더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단호히 응

징하겠다는 의지만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강력하

게 표명하면 북한이 쉽게 못 덤벼든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 앞에 국론이 분열될 이

유도 없습니다.

김승욱: 얼마 전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

령은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가져야 북(北)이 두려

워할 것이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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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북한 김씨 족벌세습 정권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족벌세습체제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정권입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가장 악한 

정권을 돕고 여호와를 가장 미워하는 자를 사

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는 도와야지요. 그러나 

김씨 족벌세습 정권은 아닐 것입니다. 



박용옥: 저도 국방부 과장으로 있을 당시, 한때 한

국군이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JSA)을 맡으면 

북한군이 긴장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처럼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당시는 북한이 핵무기는  

상상도 못하고 재래식 무기로도 별 볼일 없었으니 

우리가 강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는 전면전을 해서 한국을 이

기지 못하겠지만, 핵무기나 화학무기, 또는 특수전 

부대 등으로 한국에 얼마든지 큰 피해를 줄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은 지금 

남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

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군사적 의

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봅

니다. 북한은 한국을 겁내지 않습니다. 미군을 겁

내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군 통수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

요. 연합방위태세의 의미는 전시가 되면 연합사령

관이 작전을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시 작전통

제권은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으므로, 평시에는 우

리가 작전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전시에 그렇게 하

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으로만 싸우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2만 8천이 전부

가 아닙니다. 일본의 후방기지의 군사전력, 미 제7

함대, 미 7공군 등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사력이 동

원되고, 미국 인공위성의 정보세력이 바로 가동되

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전통제는 한국군 장성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전쟁 발발 

시 한미연합 군사작전을 통제합니까?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면 탄약이나 유류 등 부족으로 한국군 전

력으로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런 것을 알면

서 한 발언이라면, 세 번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

다. 즉, 알면서 한 발언이라면, 친북 노선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민노총 데모대가 미국 대사관을 

포위해서 성조기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미

국 언론매체들은 전국적으로 이를 보도하여 미국

인들의 감정을 해쳐서 반한감정이 높아졌다고 합

니다. 더욱이 이런 판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

면 북한이 더 두려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한국은 공산화

되어 희망이 없으니 떼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나

서 한국 국민들이 배 타고 오면 받지 말자는 여론

도 일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본에게 이렇게 백안시

당하는 것은 대일 외교가 실패했기 때문인데, 한

국이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이 한국을 더욱 두려워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해하

기 어렵지요.

김승욱: 청와대는 2020년대 초반 전작권 환수 ‘3단

COVER STORY

박용옥, 북핵과 안보문제 박용옥 전 차관으로부터 듣는다

14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윈회 회의 후 남측 박용옥  

위윈장과 북측 김영철 위원장



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

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추진되어서 2012년

에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연기되

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무기 연기가 되었습니다. 노

무현 전 대통령은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꼭 찾아

와야 할 국가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창군 정신

으로 이를 회수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용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연도 했고, 지금도 

유튜브에 전작권 환수에 대한 제 강의가 올라가 있

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

는, 전시작전권을 국가 주권이라고 주장하는 종북 

좌파 반미주의자들에게는 설득이 불가능한 것 같

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정말 주권하고 아무런 관계

가 없는 것입니다. 한미동맹도 미국이 싫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억지로 한 것이고, 한미연합방위

태세도 1968년 김신조 일당 사건 이후 창설된 것

입니다. 유엔사령부와 병행해서 한미연합사령부

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전시작전권 행사도 양국가

의 통수권자 합의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고 전시에도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의 전체를 통제

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의한 

부대에 대해서 전시에만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침해와는 전혀 상관없습니

다. 광주 5.18 당시에 미국이 오해를 받는 구실이 

됐다고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빨리 한국에 주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김승욱: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군의 사기가 올라야 하는

데 오히려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관병 사태로 알려진 박찬주 대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사건이 무

혐의 처리되자 뇌물로 얽어맸다는 이야기가 SNS 상

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는 것에 대해

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용옥: 박찬주 장군은 우리 국군중앙교회 교인이

었고 아주 깨끗한 군인으로 알려진 장군입니다. 이

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군 인사에 직접 개입

하는 것은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청와대

가 군 인사에 깊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게 싸인 받고, 

보고하면 끝이었지요. 물론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관여할 수 있겠지요. 그

것은 어느 조직이든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부터 청와대

에서 군 인사에 직접 간섭하기 시작했고 이런 나

쁜 관행이 그 후로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군 

인사 문제는 참모총장들에게 맡기고 정치가 군대

를 좌지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신 군인사

에 부정이나 비리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

고 가차없이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도 

정치와 관계없이 국방에 전념해야 나라 안보가 튼

튼해집니다. 

김승욱: 중국이 사드설치를 핑계로 한국 때리기를 하

고 있습니다. 중국이 힘을 앞세워 ‘한국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용옥: 중국 대처는 군사력으로 대처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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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경제적으로도 안 됩니다. 중국은 우리의 원

칙과 기본입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

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만 해도 그렇

습니다. 우물쭈물하면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천

명하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경우는 참으로 실

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하다가 박근혜 정부 막판에 사

드 배치 결정를 발표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당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

다. 성주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면 국가기관에서 위

수령을 내리던가 엄격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자꾸 

미적대기만 했지요. 중국에게도 북한 핵 때문에 사

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한미일 공

조를 강화했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정치리더십 

문제이고,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중국을 비난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김승욱: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탈

원전을 선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핵농축재처리

를 포기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은 경제, 환경적 문

제뿐만 아니라 전술적 차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정

책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

립니다. 

박용옥: 원자력 기술과 안전도는 한국이 세계 1급

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자만도 

수천 명이 있는데,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면 4천 명

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합니다. 원자력 기술 자체가 

핵개발 잠재력을 가지는 것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

은 현명치 못한 일이지요. 이것이 비핵정책에 일치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틀린 생각입니다. 비핵조치

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

고 한국이 핵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비록 핵무기는 없어도 마음만 먹

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일본의 위상과 그 

가능성이 없는 나라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하늘

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정부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왜 원자력발전

을 꼭 포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혁신

적인 이미지를 부상시키고, 평화 이미지를 높이려

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는 먼 장래는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이 없는 것이

죠. 장기계획을 세워도 다음 정부가 다 뒤집어버리

니 더욱 어렵습니다. 원전은 한번 손실되면. 복구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핵전문가들이 다 해외로 흩

어지고, 그러고 나면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다고 합

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번 탈원전 공론화위

원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6대 4

로 의결하여 이를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받

아들이게 된 것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과학기술적 

판단과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합리적 사고의 승리

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승리는 우리 기독인들

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으며, 앞으로

도 한국 교회와 전기독인이 한마음으로 나라와 만

족을 위해 회개와 기도에 힘쓰면, 오늘의 국가위

기는 반드시 순식간에라도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김승욱: 연휴 기간에 장시간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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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한 마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잔뜩 먹은 뒤에 총을 꽈꽝 쏘고는 떠났다. 

식당 주인이 급히 나가서 판다를 잡고 도무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물었다. 

판다가 잡지 기사를 내 보이면서 판다는 본래 그렇게 한다 했다. 

그 기사에는 “판다는 먹고, 쏘고, 떠난다” (Panda eats, shoots and leaves)라 쓰여 있었다. 

그 기사가 본래는 “판다는 새순과 이파리를 먹는다.” (Panda eats shoots and leaves,)로 되어 있었는

데 인쇄소 실수로 eats 뒤에 작은 쉼표 (,)가 하나 붙어서 그만 “판다는 먹고, 쏘고 떠난다”가 되고 말았다. 

구두점의 중요성을 지적하는데 자주 이용되는 예화다. 

“Time flies like arrow.”는 “시간은 화살같이 날아간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Fruit flies like banana.”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손봉호의 유머 “영어는 헷갈려!”



그리스도인과 전쟁

한 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과 핵실험으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

한 첨단무기로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은과 트럼

프는 서로를 없애버리겠다며 “가장 강력한” 언어

로 서로를 위협하고 있어 “설마”에 익숙해진 한국

인들조차 속으로는 은근히 떨고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외국인과 해외교민들이 훨씬 더 크게 걱정하

고 있다.

물론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에 동참해야 할

까?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무기사용을 거

부해야 할까? 

초대교회는 단연히 거부 쪽이었다. 어떤 이유

로도 폭력행사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 그 

때문에 박해도 받았다. 교부 오리겐 (Origen)은 

“그리스도인은 군인으로 나갈 수 없다” 했고 터툴

리아누스 (Tertullianus)는 “그리스도인은 검 없이

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주님께서 검을 폐지하

셨기 때문이다” 했다. 알랙산드리아의 클레민트 

(Clement of Alexandria)도 “검을 든 자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믿는 자가 군인이 된다면 

교회는 그를 거부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을 조롱

했기 때문이다” 했다. 로마의 군인은 모두 황제에

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고 황제를 신으로 추앙해야 

한 것도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 중요한 이유 가

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는 교회의 입장이 달라졌다. 불가피한 전쟁

도 있고 심지의 의로운 전쟁도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의로운 전쟁이론”(jus bellum 

대표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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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tum)이 생겨났다. 이미 주전 1세기의 로마 철

학자 키케로 (Cicero)가 처음으로 의로운 전쟁 이

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기독교에는 아우

구스티누스 (Augustinus)가 기독교적 의로운 전

쟁 이론을 제시했고 토마스 (Thomas Aquinas)가 

그것을 보완했다. 몇 가지 변형들이 있지만 대체

로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할 근거는 (1) 심각

한 공적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 같이 이유가 정

당한 것 (right cause), (2) 한 쪽의 악이 상당하게 

큰 것이 확실한 것 (comparative justice), (3) 합

법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 

(competent authority), (4) 오직 불의하게 가해진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 즉 의도가 정당하며 (right 

intention), (5)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probability 

of success), (6) 모든 평화적인 수단이 다 효과가 

없으며 (last resort), (7)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

는 효과가 전쟁으로 잃을 것보다 월등하게 초과하

는 경우 (proportionality)라 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키케로도 강조한 국익우선, 즉 자신이 속

한 국가의 수호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다. 기독교는 온 세상의 하나님을 섬기므로 결코 

국수주의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전쟁이론에서

도 반영된 것이다. 비록 국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라도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는 그리스도인이 참

여할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 나치 정권을 비판

하고 심지어 히틀러 암살음모에까지 가담한 본훼

퍼 (D. Bonhoeffer) 목사는 그런 원칙에 가장 확실

하게 충실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안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평화

주의(pacifism) 입장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형제교회 (Church of Brethren), 메노나이트 (the 

Mennonites), 퀘이커 (Quakers) 교단과 이단으로 

취급받는 여호와의 증인 등이 집총거부를 하고 있

고, 개인적으로는 킹 목사 (Martin-Luther King), 

톨스토이 등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평화주의를 옹

호했다. 

이런 평화주의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 같이 보

인다. 바로 우리 발등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만 보

더라도 평화주의는 비현실성을 넘어서 무책임하

기 까지 하다 할 수 있다. 북한군이 서울에 남침

해서 무수한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집

총을 거부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 가족과 이웃이 불의한 세력에 의

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가 아우

를 지키는 자이니까?” 한 가인의 무책임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주의에 일리가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의로운 전쟁 조건들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라고까지 말 할 수 있

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치 독일의 

경우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로운 

전쟁이론 같은 일반적인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모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원칙을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

기 때문이다. 먼저 공격을 해 놓고도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선제공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방어적이다”란 

비아냥이 생겨난 것이다. 거기다가 국제상황이 과

거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해졌고 국가가 독점할 수밖

에 없는 정보기관이 얼마든지 핵심 정보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전쟁 원칙 같은 것은 완전

히 무의미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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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

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

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

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

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로 섬기고 있다.

특히 성공가능성의 조건과 전쟁으로 잃는 것보

다는 얻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은 핵전쟁에는 

전혀 소용이 없다. 양쪽의 피해가 너무 크고 어느 

쪽도 얻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

에 핵을 가진 강대국들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

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북한이 모든 것을 다 희생

하면서도 기어코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닌

가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기우리고 존중해야 할 원칙은 모든 평화적 

수단이 다 효과가 없을 때만 (last resort)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닌가 한다. 결코 섣부른 판단

이나 감정적인 미움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전

쟁”이란 주장까지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고, 

북한 정권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

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은 무엇보다 “화평케” 해야 하고 그 노력을 개인 간

의 평화에만 국한할 이유가 없다. 

섣부른 판단이나 감정적인 미움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란 

주장까지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고,

북한 정권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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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소문에 휘둘리지 말자

박용옥

(前 국방부차관)

1. 요지경의 한국사회

요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요지경 속과 같은 기

묘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통하

기도 하고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기도 한다. 그 반

대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을 권위 있게 판단해 주

는 법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나 국가기관이 과

연 존재하는지조차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사

정은 마찬가지다. 북핵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고조

되어가도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방호와 국방대책 

강구보다는 무상복지 대책을 우선시하고, 병영 문

화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전시에 대비한 전투력 강

화보다는 병력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 전투력을 약

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이와 함께 자주

적 군사역량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한미연합사

령관의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등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약화를 서두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안보를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

이 우려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상황을 걱정

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이런 요지경 속 

같은 우리 사회의 방향 감각을 잃은 혼란스러운 현

상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국가위기를 위기로 느끼

지 못하는 나라라면, 앞으로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유엔안보리는 그간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때마다 대북 제재 합의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6차에 걸친 핵실험이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였다. 이는 유엔안

보리의 무능과 무기력의 소치라 아니 할 수 없다. 

미국도 그간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대미 협력 

자세에 실망해 왔고 지금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일명 “한국 제치기”라는 말이 별

로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게 되어 버렸다. 더구나 

양국의 국가이익이 항상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유사시, 과연 한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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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협력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가 의

심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구

원의 손길을 간청해 볼 수 있을까? 이는 과거 역사

에 비추어서도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북한 김정은에게라도 매

달려 볼까? 지금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은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으며, 통일되면 오히

려 북한 핵은 우리의 핵이 될 수 있으니 구태여 없

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해괴한 망상을 늘어놓기

도 한다. 이른바 ‘민족’이라는 명분 아래 민족자주

통일을 내세우며 한미동맹,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등 우리 안보의 기본 틀을 무너트리려는 소위 종북

들의 머릿속에 숨겨 있는 허황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요지경 속의 우리사회는 지금 북한의 핵 위

협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Donald J. Trump)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불가

론,  군사옵션 검토 등의 강경노선과 북한 김정은

의 6차 핵실험과 뒤이어 계속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도발적 언동이 맞물려 마치 한반도에 당장

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

고 있는 형국이 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

는 지금 “전쟁만은 절대 안된다”는 전쟁 기피증이 

만연되어 있고 북한의 핵 공갈협박을 눈앞에 두고

도 평화만을 읊조리고 있다. 

우리는 전쟁 소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전쟁을 

선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쟁을 무조건 피하려고

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는 전쟁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조건 항복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

이다. “전쟁은 피하는 자를 좇아간다”라는 말이 있

듯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냉철

한 판단이 필요하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

이 상책이다.  

2. 군사옵션에 대한 소견: 선제공격, 전술핵 재반

입, 한국의 핵무장

북핵위기의 극복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개

발시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CVID가 아닌 현 수준에서의 동결

(freezing)은 핵 문제의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이

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꼴이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핵의 완전폐기, 

즉 CVID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는 모든 평화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평화적 외교적 협상, 특히 중국이 선호하는 

6자 회담은 오히려 북한 정권에 핵 개발을 위한 시

간을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

외한 대다수 유엔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견해며, 특

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에 따

라 트럼프  정부는 여러 가지 군사옵션들을 검토하

고 있는 것이다. 

군사옵션에는 육해공합동훈련, 한미연합훈련 

등 무력시위라든가, 핵항모, 전략폭격기, 전술핵 

등 전략자산의 전개라든가,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 등 특정 군사

력의 활용강도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있

을 수 있다. 

현재 세간의 논란이 되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문제

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다. 그리고 ‘한국



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현실 인식인 것 같다. 

우선 미국이 자신의 사활적인 국가이익이 위협

받는다고 판단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정

할 때, 한국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말고도 다른 지역에 전개

된 전력만으로도, 또 한국 영토를 건드리지 않고서

도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설

령 북한이 미국에는 대항하지 못하고 대신 한국을 

공격하여 제2의 한반도전쟁이 불가피해 진다고 할 

때, 우리는 전쟁을 촉발한 미국을 비난하면서 평화

를 위해 한미동맹을 깨겠다고 할 것인가. 최근 보

도에 의하면, 현(現)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이런 투의 강구연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한반도

에서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안보의

식 이라면, 이를 단순히 철없는 어린아이의 응석

으로 치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어넘길 수만

도 없을 것 같다.  

북핵위협 제거를 위한 미국의 선제공격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이지 다른 

나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의 선제공

격으로, 만일 북한이 미국 대신 한국을 공격한다

면, 우리는 즉각 반격을 가하기 위한 만반의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은 한국

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한 조치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핵우산이나 확장핵

억제전략(extended nuclear deterrence)의 실효

적 적용도 그 조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재래

식 전투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지금은 국민 모두가 정부와 정치권에 대

해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강화와 아울러 한국군의 

독자적 전투역량 강화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나갈 

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도 있다. 앞의 두 방안은 미

국 측의 전략적 결정 여하에 달려 있으며, 미국의 

사활적 이익 (vital interest)이 직접 위협 받게 되

는 상황 여하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

다. 따라서 문제의 성격상, 우리나라가 요구한다

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반대한

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독

자적 핵무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결정해

야 할 사안이다. 미국의 동의 여하는 그 다음의 문

제라 할 수 있다. 

가. 선제공격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전제조건은 미국이 북

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에 달려 있을 것이다. 즉, 미국 영토를 직접 공격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는 상황은 결

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위협요소를 완전

히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의 방책이 될 것이며, 그 

방책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CVID

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적 

수단으로는 CVID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수반하는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일 수 

밖에 없다.  

지난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

념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누구

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군사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

린다”고도 했다. 이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단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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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때인 것이다. 

나. 전술핵 재반입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

치권은 여전히 찬반 양극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국

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도 혼란스럽기

는 마찬가지다. 국방장관의 견해와 청와대 안보 라

인의 견해가 다른 것 같고, 국방부도 처음과 나중

이 다른 오락가락 현상을 보여 우리를 더욱 불편하

게 하고 있다.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가

늠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정부가 일관되게 전술핵 재반입을 미

국에 요청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다. 아마도 거부할 가능성이 훨씬 클지도 

모른다. 문제는 전술핵이 실제로 재반입이 되느냐

의 여부 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

부의 대응의지가 얼마나 결연한지를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다. 

현재 북핵 위기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와 정

치권의 모습을 보느라면 정말로 민망스럽기 짝이 

없다. 견해와 입장이 서로 엇갈릴 수는 있다 하더

라도, 전술핵 재반입을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권의 

논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

문이다. 마치 홀로 허공을 향해 독백하는 소리 같

이 들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당국은 전술핵 

재반입은 우리나라의 비핵/비확산(no-nuclear/

non-proliferation)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

리가 북한에 핵제거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며, 또 역내 핵 확산을 자극하게 된다는 논리

다. 현실은 이런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에 의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은 전무 하다는 것이 지난 20여 년 간의 대북 협상

경험을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북한은 지금 

태평양에서 수소탄 실험까지 운운 하고 있는 형국

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핵정책이 북한의 핵개

발에 아무런 제동 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것도 이

미 지난 20여 년 간의 경험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전술핵 재반

입 반대논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이는 평화

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다는 말과도 일

맥상통하는 것 같다. 이러고도 한미동맹이 견고히 

유지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허황된 논리를 버

려야 한다.

다. 독자적 핵무장

오늘의 북핵위협을 극복하는 또 다른 옵션에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 이라는 방안이 있다. 

1970년 대 초, 미국의 주한미군철수계획과 관련하

여,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핵무장 의도를 내비

친 바 있었다. 그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한국을 

잠재적 핵개발국으로 인식하고 감시를 강화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 이하로 제한

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상황이 미국 본토까지

를 위협할 징후를 보이게 되자, 미국은 한국의 탄

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에 합의했고, 지

금은 그 이상 연장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

화당 후보자로서 유세 당시, 북핵위협에 대해 한국

의 독자적 핵개발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

력하기도 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스스로 핵무장 여부를 결정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핵비확산조약(NPT) 가입국이고, 핵개

발 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북한처럼 견

뎌낼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결코 북한의 핵을 머

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못할 것

도 없다. 

특히 ,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제거가 아니라 현 

수준에서의 동결 정도에 합의하게 된다면, 이는 우

리나라가 주저 없이 핵개발을 추진해야 할 상황일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

의 정치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3. 최선의 전쟁방지책은 한미동맹 강화

이 세상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오로지 한국뿐이라고 해도 결

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체

제유지 목적이라는 견해는 우리의 할 말을 잃게 한

다.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속성을 잘 아는 중국

도, 러시아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언젠가는 그

들 자신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

이다. 

정부는 힘이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본질적 속성

과 북한체제의 기만적 속성을 직시해야 한다. 결

코 현시점에서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와 같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또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위협을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허

황된 망상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지난 70여

년 남북분단과 남북대화의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

는 사실들이다.   

우리나라는 독자적 전투역량과 대북억제역량

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국방투자를 대폭 증대하

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그 다

음의 문제다. 우선순위를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 또 북한 핵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

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도 안 된다.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연일 반미시위에 열을 올리는 사회 

일각에서의 일탈행위를 정부는 좌시해서는 안 되

며, 대한민국의 안위에 대한 나라 안팎에서의 위해

행위를 단호히 척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 | 박용옥

경기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서울문리대수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1975년 미국 하와이대

에서 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1998년 육군중장 예

편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국방부 차관, 

이북5도청 평안남도지사 등 역임. ‘한반도비핵화 

남북공동선언’ 협상대표,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

과위원장,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대표 등 주요 직

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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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군사적 안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한반도 위기고조

2017년 9-10월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핵문제로 

인한 우리의 국가안보 위기를 재삼 실감해 본 시

기였다. 이는 북한이 9월 3일 수소폭탄급에 해당

하는 6차 핵실험의 성공과 ICBM급 미사일 발사 실

험을 연일 실시함으로써 촉발되었다. 미국의 트럼

프 대통령은 9월 19일 UN 총회에서 북한의 김정

은을 ‘로켓맨’이라고 비하하는가 하며, ‘북한 완전 

파괴’라는 공격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9월 23일

에는 괌에 있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NLL

을 넘어 북한 동해 공역상으로 무력시위 비행을 하

였고, 미국의 공개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북한 리

용호 외무상은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

주하며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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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경계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

지를 피력하는 한편, 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 담

겨져 있다.

북한 핵무기 종착점과 우리의 안보 딜레마

핵무기는 핵폭탄과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결

합체이다. 북한의 핵폭탄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

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10월(1차) 핵

실험을 했을 때는 그 위력이 1kt미만 수준이었으나 

지난 9월 3일(6차)에 실시한 핵실험 때는 50~60kt 

또는 100kt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원자탄의 위력은 40kt 미만, 수소폭탄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은 40~50kt이며, 50kt 이상이면 수

소폭탄으로 분류되는데, 북한의 핵은 이미 수소폭

탄급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도 완성단계에 근접한 것

으로 보인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스커드급 미

사일을 실전에 배치하여 왔으며, 핵폭탄을 장착

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은 1998년 대포동1호

의 시험 발사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그 이후 북한

은 자체 미사일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온 결과 

금년 2월에는 중거리미사일 북극성-2호(사거리 

2000km), 5월에는 중거리미사일 화성-12형(사거

리 5000km), 7월에는 ICBM급인 화성-14형(사거

리  7000km이상), 9월에는 또다시 화성-12형 미

사일 발사에 성공하였다. 작년 8월에는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사거리 2500km) 

발사에도 성공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금년 3월 김정은 참관 하에 실시한 신형 고출력엔

진(일명 백두산엔진)의 연소시험에 성공함으로써 

고 함으로써 미북간의 양보없는 ‘치킨게임’이 한반

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기의 고조는 북한의 ICBM급 핵

무기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거의 완성단

계 이르렀다는 미국의 판단에서이다. 9월 26일 상

원 청문회에 출석한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북한이 

핵탑재가 가능한 ICBM을 보유하게 되는 시기는 

‘아주 단시간의 문제’이며,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

격할 능력도 있고, 사용할 의지도 있다”고 말한 대

목에서 미국의 위기의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0월 5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와의 회동에서 “북한과 관련한 목표는 비핵화”라

고 하면서, “북한 독재정권이 미국과 동맹국 국민

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군 

수뇌부는 대통령이 폭넓은 군사옵션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고, 매티스 국방장관도 10월 9

일 “미군은 대통령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적 옵

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필요시 ‘군사

적 옵션’ 행사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국군의 날’ 기념사에 잘 나타나 있다. 문대

통령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

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며, 무모한 도발

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 “정부는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

로 관리”하는 데에 주력하며, “북핵 억지 능력을 강

화”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한반도 평화

와 번영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연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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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의 완성도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

인다.

북한의 핵실험(6회중 4회)과 수십 회에 달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의 대부분이 김정은 집권기(최근 

5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체제 유지의 보증수표’로서 얼마나 광적으로 집착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9월 15일 화성-12

호를 발사한 후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

에 다다랐고 미국 본토가 사정권인 ICBM을 완성

할 때까지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서도 그것은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외교 경제적 

제재와 병행하여 군사적 옵션도 고려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복잡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력의 70%가 집중된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

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하루 2만 

여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

다.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

는데 약 3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는 초전에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국제전의 양

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

일하게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다. 오늘날 북

한의 핵능력은 구소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6

년 3월 소련의 「드보나」 핵연구소에 북한과학자 

30여명이 파견되어 훈련을 받았고, 1965년에는 

IRT-2000 연구용 원자로가 소련으로부터 제공됨

으로써 오늘날 북한 핵능력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북한의 미사일도 최초 사거리 300km의 소련제 스

커드-B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미국이 북한 미사

일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들

이 사용되었으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도 중

국에서 제작된 차량을 개조한 것임이 밝혀졌다. 또

한, 이들 양국은 UN에서 미국이 제안한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번번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북한의 후원자로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우리의 안보 딜

레마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무모한 도발 행태를 볼 

때, 핵을 가진 북한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대남 군사적 도발과 압박을 주저하지 않

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미 억제용

현재 우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본 후 우리 안보가 볼모가 되든지이다. 



이기 이전에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요인

이다. 우리가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보유한다 할지

라도 핵을 보유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는 물

리적 심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미동맹에도 변화를 초래

할 수 있다.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한다면 한반도에 

미군의 증원 결정도 쉽지 않을 것이며, 핵을 바탕

으로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결국 미군

이 철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것들은 애시 당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

로써 노렸던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군사적 안보와 선택

현재 우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

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북한

의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본 후 우리 안보

가 볼모가 되든지이다. 물론 현실적인 국제정치 환

경과 주변 역학 구도를 볼 때 어떤 선택도 우리 단

독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오

늘날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

도 한미양국의 우왕좌왕한 대북정책에 기인한 점

도 없지 않다. 북한이 1980년대 이래 세습정권 아

래서 오직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일관된 목표를 

지속되게 추진해온 데 비해, 한국은 5년 단위로 미

국은 4~8년 단위로 정권이 교체되고, 때로는 서로 

간에 일부 불협화음을 냄으로써 북한에게 핵개발

의 시간만 벌게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햇볕정

책’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도, 미국

의 외교 경제적 제재를 병행한 ‘강압정책’과 ‘전략

적 인내’도 결국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으론 핵무기 완성단계에 있는 북한에게도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 북한의 절대 가치인 김정

은 체제 유지의 취약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핵무기

를 보유하든지 또는 체제 붕괴를 당할 것인지를 압

박해야 한다.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개발한 핵이 

오히려 체제 유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의

식’을 갖게 함으로써 핵포기를 위한 협상의 테이블

로 이끌어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낭비”라고 말하면서 핵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북한도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미국의 CBS방송은 “김정은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

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북 간에는 뉴욕채널을 포

함해 2~3개의 직접대화 채널이 열려있어 대화를 

탐색중에 있으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구사

해야 하다. 북한에 대한 외부의 지원 요소를 차단

하고 약화시켜야 한다. 외교 경제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때만이 효과가 있으며, 이는 양국

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는 미국만

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군사적 옵션도 북한 

체제의 붕괴나 변화가 아닌 오직 북한의 핵무기 포

기만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설

득함으로써 이들의 암묵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

요한 부분이다. 중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단초

를 제공했다면 이제 그 능력을 제거하는 데에 양국

이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간의 강력한 공

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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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선택안이란 없

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9

월 18일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

한에 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한 것을 반

박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 한국을 볼모로 잡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을 서

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미국과 별개로 생

각하지도 않는다. 혹시 우리가 미국과 달리 유화적

인 제스쳐를 쓰면 우리를 달리 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자의적 소치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9일 UN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를 언

급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후 열린 한미 정

상회담에서 그런 강력한 연설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 발언을 싸잡아 ‘상전의 전쟁광기를 부

채질하는 하수인’이란 제목으로 별도의 논평을 내

기도 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

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여 미국과의 공조된 노력을 

기피한다면 이는 오히려 북한의 핵포기에 부정적

인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신뢰관

계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바

탕으로 한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

며 북한을 핵포기의 협상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8.18 판문점 도끼만행으

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일성의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

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였다.

지금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전념

에 한미중 3국 순방길에 북핵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분

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할지라도 모든 대북 대화나 지원

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미간의 강력한 공조와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

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된다. 10월 1일 북한 노동신문은 “서울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안보 위협이기 이전에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우리 안보가 북한의 핵무기에 

볼모가 되기 전에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유지냐 또는 핵 보유냐의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우리의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주변국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글 | 배봉원

필자는 1981년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하여 야

전 및 정책부서에서 두루 근무하였음. 1997년 9월

에는(5년간) 합참 전략부서 실무자로, 2005년 11

월에는(2년간) 합참 대북군사정책과장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2008

년 장군 진급후에는 육군훈련소 참모장, 51사단장, 

육군부사관학교장, 합참민군작전부장에 이어 수도

군단부군단장을 끝으로 2015년 1월에 전역하였

음. 현재는 합참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할 때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군사주권을 행사한

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이 

없는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 주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지금은 북한 핵능력을 제거함으로써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할 때이다. 공공연한 전작권 환

수 논의는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

인 시기에 한미간의 공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 핵에 대비한 우리의 전력증강도 지속되어

야 한다. 현재 우리 군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장

사정포 위협에 대비하여 구축 중인 3축 체계 즉,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은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3축 체계도 북한의 

핵무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북한이 보유하

고 있는 천여발의 미사일 중에서 어느 것에 핵무기

가 탑재되어 있는지를 찾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

다. 핵무기의 공격을 단 1발이라도 허용한다면 핵

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은 무의미할 뿐이다. 북

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

에 다시 전개하는 것과 우리의 독자적인 핵을 개발

하는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용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치적

으로나 외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로서 많은 어

려움이 예상된다.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구축해

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

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역하 20:12) 라고 기

도했던 여호사밧 왕처럼 모든 해결 과정에서 하나

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사람으로 인해 이 성읍을 사하여 주신

다고 하셨으니(예5:1) 이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북한의 사악한 정권도 다스려 주시기를 간

구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

루어 주신다고 한 말씀(막11:24)을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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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현재 한국은 국가경영 차원에서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그 난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난제 중 

하나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위기’라는 난

제다. 정치학에서는 “정치란 국가의 종합 경영”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국가를 하나의 기업체에 

비유를 하면 정치란 그 기업체를 총괄 경영하는 행

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종

합경영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며, 결국 정치

의 질에 의해 국가안보라는 과제는 성공 혹은 실패

라는 결실을 맺게 된다. 즉, 정치의 질이 좋으면 국

가안보라는 주제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정치의 

질이 나쁘면 국가안보는 나쁜 결실을 맺게 된다. 

이에 한국의 안보상황을 국내정치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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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하고 분석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

떤 역무의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주안

점을 두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치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치란 (1)정

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선명한 개념과 결행력(決行

力) 보유, (2)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과 이적성

문화(利敵性文化) 세척(洗滌), (3)적성국과 동맹

국의 분명한 구분 및 동맹국과 결속 강화, (4)국가

안보역량훼손 행위 차단 및 안보 역량 증강 노력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는 정치체제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냐에 따라서 국가 내에 존속하고 있는 모든 다른 

체제들의 색깔들이 그 정치체제의 색깔을 닮아간

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국가안보

에 대한 개념과 실천적인 행동은 국가안보에 절대

적으로 중요한 변수다. 

국가안보의 현대적인 개념은 “국가안보는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그 국가가 지켜야만 할 가치들

을 내·외부적인 위협들로부터 이상 없이 잘 지키

고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부는 국가최고통수권자를 

필두로 행정부 각료들이 본 국가안보에 대한 명확

한 개념을 보유하고 그러한 국가안보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결연히 실천력을 발휘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은 단순히 

“국민, 영토, 주권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상 없

이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었으

나 현대적인 개념은 “국가가 지켜야만 할 가치들 

수호”와 “내·외부적인 위협”으로 그 의미들을 확

대하고 있다. 국가의 국민, 영토, 주권 수호는 말 

할 것 없고 그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들 수호가 더

욱 중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경우 지

켜야만 할 가치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자유민주주

의’와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등이 있다. 또한 종전

에는 외부적인 위협만 고려 대상이었으나 현대는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위협 모두 함께 고려대

상이 되어있다.

정부가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적(主敵)’과 ‘이적성 문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

과 이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혜로운 전략전술을 

마련해야만 한다. 최고통수권자 및 행정부가 주적

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하면 적의 직·간접 침략

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

래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이적성 문화란 대한민국을 해치고 

적국(敵國), 즉, 북한을 이롭게 하는 속성의 문화를 

의미한다. 이적성문화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

사를 부정하는 문화다. 이적성문화는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

승만 박사를 건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고 하는 문화다. 이적성문화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을 수호이념으로 선택하고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

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북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의 정통성을 인정하려고 하

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다. 그리고 분단 70

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국가발전

을 비하하면서 은근히 북한의 역사를 칭송하는 속

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적성문화는 반미친북(反美親北)적인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대남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중심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다. 본 목표를 달

성함에 있어 제일 장애가 되는 요소는 한미동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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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적성국과 동맹국을 분명히 구분하여 

그 적성국을 최대로 고립시키면서 

동맹국의 안보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좋은 정치력이다. 

요, 미군의 남한 주둔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

한이 대남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그들 목표달성의 최대 장애요소인 한미동맹

을 붕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적성문화는 이러한 주장들을 동조하

고 지지하는 반미친북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적성문화는 한국과 미국의 이간(離間) 혹은 

한국의 관(官)과 민(民)을 이간질하는 속성을 보

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갈등이나 쟁

점만 있으면 최대로 그 갈등과 쟁점들을 침소봉대 

확산시키면서 양국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노력들

을 한다. 

이적성문화는 한국의 국방안보역량을 훼손시

키려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외세간섭 없는 한반

도 평화를 외치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다. 한

국안보역량증대를 방해함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

군이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그 실수를 과장·확

대하면서 한국군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적성문화의 특성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정부는 주적을 분

명하게 지정하고, 그 지정한 주적을 분명히 주적으

로 다루면서, 자국사회에 존속·전파하려고 하는 

이적성 문화를 척결한다.

국제정치에서 외교역량은 총을 안든 전쟁역량

이고, 전투력은 총 든 외교역량이라고 이야기하기

도 한다. 국가의 안보역량은 <자국의 안보역량+타

국의 안보역량>을 총괄하여 국가안보역량이라고 

이야기한다. 타국의 도움이 필요 없이 자국의 안보

역량만으로 적을 대적함에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

처럼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

물다. 지혜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적성국과 동맹국

을 분명히 구분하여 그 적성국을 최대로 고립시키

면서 동맹국의 안보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좋은 정치력이다. 

국가안보역량에 기여하는 좋은 정부는 국가안

보역량 훼손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가안보역

량 증강에 노력을 경주한다. 국가최고통수권자나 

행정부가 국가안보적인 이슈를 정치화시키지 않

고,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정부는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좋은 정부다.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기독교인들의 자세

이상에서 언급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

은 정치 4가지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차원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1) 국가안보에 대한 분명한 개

념 및 결연한 수호의지 미흡, (2) 이적성문화 창궐

에 대한 비조치(非措置), (3) 적과 우방에 대한 선

명한 구분 미흡과 동맹국 미국과 결속 미흡, (4) 국

가안보이슈 정치화→국방안보역량 훼손/무력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상기 4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간단한 상황들을 각각 분석하고 그에 대한 기독교

인들의 역무들을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1) 현 정부 국가안보에 대한 분명한 개념 및 결연

한 수호의지 미흡

현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선명한 개념과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키 위한 결연한 실천이라는 차원

에서 상당한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명한 국가안보 개념 보유라는 차원에서 가장 문

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이 수호하여야만 

할 가치가 어떤 가치들인가”에 대해 명쾌한 천명

결여와 이미 천명한 내용들 중에는 자유민주주의

와 자본주의/시장경제라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들

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구체적인 한 가지 

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인권

문제 특히, 북한 내 인권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생결단하는 결연한 의지표명과 실천적인 행동

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는 북핵문제

를 해결함에 있어 모든 수단과 대응방안들을 총동

원 사생결단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화/평화만을 강조하고 있

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 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선명한 개념미흡과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 결핍에 대한 정서가 국

민들 정서로 보완되어져야만 한다. 국민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개념 보유와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 보유를 위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앞장

을 서고 실천적인 행동들을 전개하여야만 한다.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들 중심으로 국가안보 전

문가들을 초청하여 정확한 국가안보 개념과 그 중

요성,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

성,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한국기독교의 사명 등의 주제들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고 신앙적인 가치관들을 확립해야만 한

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정권차원의 안보교육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은 대한민국 생존과 신앙의 자

유 차원에서 교육이고 가치관 확보를 위한 교육이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먼저 기독교인들이 신앙적

인 정신무장을 하고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가치관

이 한국사회 전체 국민들 가치관이 되도록 노력하

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다. 한국사회에

서 기독교는 체계적인 조직과 많은 수의 신도들을 

보유하고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온 기독

교인들이 뭉쳐서 대한민국 구국을 위한 노력을 하

는 경우 대한민국이 맞고있는 안보적인 위기는 반

드시 극복될 수 있다. 국가안보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독교가 큰 역무를 수

행해야만 한다. 

(2) 이적성문화 창궐에 대한 비조치

현 정부의 국가안보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주적 북한’에 대해 분명한 주적인식을 갖

고 대응하지 못하는 점과 ‘이적성문화’의 우리 사

회 만연함에 대해 척결하려고하는 구체적인 개념

계획도 실천계획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정서는 ‘북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

다. 북한의 실체는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멸망

시키고 북한주도하에 공산화통일을 달성한 후 북

한의 가치로 한반도 전역을 통치하려고 하는 지구

촌에서 그 유례를 보기 힘든 잔혹한 독재병영국

가”다. 

현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객관적 실체 인식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은 우리의 형

제요 동포이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라는 은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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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보유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인식회피 혹은 인식의 미흡함 때문

에 모든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이 대한민국을 수호

하려고 하는 국민들과 불량국가 북한의 핵보유를 

사생결단 차단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정서와 엇박

자를 내면서 물의들을 빚고 있다. 

우리사회의 이적성문화는 그 본원(本源)이 북

한이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개념보다는 

‘북한이 우리의 형제·동포’라는 개념에 몰입되어

있는 현 정부는 이적성문화가 대한민국 수호에 얼

마나 손상을 끼치며, 국가안보역량을 얼마나 훼손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보유하

고 있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이적성문화 창궐을 정

치적인 목적에 연계시키기도 한다. 현 정부의 이적

성문화 척결의지 미 보유/미흡은 국가안보차원에

서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대한민국 주적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실체인식과 ‘한국사회 이적성문화 창궐 

척결·세척 노력’을 주제로 삼고 우선 교회중심으

로 기독교인들 신념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북한 

중심 한반도 통일과 이적성 문화 한국사회 창궐은 

기독교 문화의 척결·세척을 의미한다. 공산주의

와 이적성문화는 반기독교 이념이요 반기독교 문

화다. 한국사회에 이적성문화 세척을 위해 우선 기

독교인들이 신앙적인 신념을 보유하고 그 신앙적

인 신념을 한국사회에 확산키 위한 국민운동을 전

개함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야만 한다.

(3) 적과 우방에 대한 선명한 구분 미흡과 동맹국 

미국과 결속 미흡

현 정부는 적대국과 준적대국,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이라는 점에서 미흡함이 있

다. 현 정부는 주적대국 북한을 확실한 적대국으로 

다루지를 못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적 관 및 국가

안보관에 혼선을 초래케 하고 있다. 또한 군인들로 

하여금 군 전력에서 중요한 요소인 ‘적에 대한 적

개심 고취’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 시

킬 수 있다. 국민이나 군인들의 안보자세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견적필살(見敵必殺)”, “전쟁필승

(戰爭必勝)”이라는 신념적인 다짐인데 “북한은 형

제·동포임”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적관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유케 한다. 북한

의 남한에 대한 대적관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남

조선을 괴멸시키고 공산화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준적성국 중국을 명확한 준적성국으

로 다루지 않음으로 인해 중국의 오만함과 동맹국 

미국의 섭섭함을 야기 시키고 있다. 중국은 북한

과 안보 차원에서 특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시 북

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한미

동맹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준 적

성국이다. 

현 정부는 동맹국 미국이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

에 얼마나 크나 큰 기여를 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

도 미국의 한국지원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

국 결속이 얼마나 한국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이 미흡하다. 이러한 현 정부의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한 인식미흡은 현 정부와 미

국 트럼프 정부 간 상당한 엇박자를 보이면서 한미

일 3국 공조에서 ‘한국 소외(Korea Passing)’란 신

조어를 생성시키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분명

한 주적이고, 중국은 안보상 한국의 준적성국이

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필수 보은

국(報恩國)임”에 대해 신앙적 인식을 해야만 한다. 



글 | 송대성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 

정치학과 국제정치학 박사이다. 세종연구소장과 

국가정보학회장을 역임하였고, 지금은 미래한국 

편집위원과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로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자신들 인식에

만 끝나지 말고 한국사회에 본 신앙적 인식을 확

산시켜야만 한다.  

(4) 국가안보 이슈 정치화 → 군사안보역량 훼손/

축소

국가안보역량은 차단역량(Deterrence Power)

과 보복역량(Retaliation Power) 두 가지로 구분된

다. 차단역량은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국가적인 재

앙을 실제로 재앙이 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

는 역량이다. 보복역량은 일단 적이 도발을 하는 

경우 그 도발에 대해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갚아주는 역량이다. 현재 한국의 안보역량은 두 가

지 역량 다 심각한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북

한의 사실상 핵 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는 한국의 안

보역량은 차단역량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

유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고 

핵으로서 남한을 공격해오는 경우 재래식 무기들

만으로 무장되어있는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

한 보복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보

유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국제사회는 대화/평

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

을 경주하였으나 철저히 실패하였다. 그러한 어리

석은 방안은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

다는 결론들이 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화/평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핵에 대한 보복역량은 핵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국제정치학에서 한 상식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한국배치를 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안보 이슈는 정치화되어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 이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 정부의 심

각한 문제점은 국가안보이슈들을 정치화하였고 

그러한 이슈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 단적인 예가 사병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다. 현대 첨단 병기

들에 대한 숙련기간 장기소요라든가 북한군인들 

10~12년 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시  사병복무기간 

단축은 실제 실천해서는 안 될 주제다. 전시작전통

제권 전환→한미동맹 결속 이완→ 주한미군 철수

에 대해 한국의 많은 안보전문가들과 예비역 장교

들과 장성들은 심각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안보이슈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국가안보이슈 정치화로 인한 국가안보역량 훼손

은 북한의 무력 공산화통일에 기여하는 의미를 갖

고 있다. 한반도 공산화통일은 한반도에 기독교 말

살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은 한국안보역량 훼손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안보역량 

훼손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개념 설계도와 실천설

계도를 작성하여 한국안보역량 훼손 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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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이버안보위기 대응책

1. 들어가는 글

추석명절 연휴 기간 중 모처럼의 여유 시간에 영

화 <남한산성>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한 역사 속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 필자는 우리 선

조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치욕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마디로 ‘준비 부

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러나 현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방향성 없는 노력,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

인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주변의 

각양각색의 소리에 중심을 잃고 전략적 판단 없이 

눈앞의 실리들을 좇는 보여주기식 노력은 결국 위

기를 자초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는 말이 있다. 오래 살아남으려면 매사 미

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 즉 국가 차원에

서 볼 때, 위기(crisis)를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하

고, 위기가 발생할 때는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대

응 및 조치로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

기에 위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위기관리

(crisis management) 능력을 평소에 갖추어야 강

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국가가 위기관리 능력을 잘 갖추려면 국가 

자원의 원활한 운용을 담당할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하는 법령 등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북

한의 직접적인 위협과 직면해 있고 주변국들의 이

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하

에서는 안보 위기에 관한 한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대비가 요망된다. 

  우리는 현재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

안보 환경이 전통적 의미의 군사적 위기는 물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비군

사적 위기를 망라하여 이로부터 국민과 영토, 주

권, 핵심기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포괄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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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comprehensive security)’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우리가 비전통적인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

로운 위기 환경의 등장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전통적·포괄적 신안

보위협인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소견을 간략히 제

시하고자 한다. 

2. 평시의 전쟁, 사이버전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초연결(hyper-connectivity) 사회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보다 더 지

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은 국민의 재

산과 기본권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

전하면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부정

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확산되어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97%가 해킹을 당했으며, 100개 이

상의 정부가 온라인 영역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에 대해서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감행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국

가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조속한 대

응능력 및 ‘사이버 안보’ 위기관리 능력 구비의 필

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흔히들 사이버전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전쟁’으로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거나, 심지어 

군사작전의 보조적 기능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

도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해·공중전에 더하

여 새로운 공간에서의 전쟁이라는 전장의 개념으

로 국한하거나, 전쟁의 새로운 수단 정도로 이해하

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이버전은 이미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시 전

쟁이 되어 있다. 급속한 정보화의 이면에 우리 사

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사이버 분야의 취약성은 

국가 안보의 안정적 관리 능력에 대한 재정비와 보

완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구축된 정보통신기반

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에 이르렀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실제적 물리적 피해로 연결되어 단 한 번의 공격으

로도 국가 전체의 안보 기반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이로 인하여 국가 간에 직접

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위기 요소가 되었다. 

  과거와 달리 사이버 영역과 수단이 대부분의 

국가안보 구성요소와 연결 또는 중첩되어 상호 의

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공격 또한 

해킹, 악성코드 유포, DDoS 공격 등의 다양한 유형

이 존재하고 있는데다가 스턱스넷(Stuxnet)과 같

이 공격대상에게 물리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사이

버무기체계까지 등장하였으며, 사이버 위협의 주

체도 국가의 단위를 넘어서서 불법테러조직, 개인

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범위가 넓어지는 등 사이버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

할 때 사이버 안보는 국가의 총력적 안보역량 차원

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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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 가운데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군기무

사령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국가정보원 내 국가사이버안전센

터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22

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안보 관

련 주요기관들이 각기 다른 법적 근거 하에 존재함

으로써 역할과 책임이 충돌하고 사각지대가 발생

하는 등 다양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주요 실무기

구들의 법적 활동 근거가 미비하거나 위기 상황 또

는 이슈 발생 시 즉흥적인 법률 제정 관례로 인하

여 법체계상 통일성이 결여됨에 따라 효과적인 사

이버 대응업무 수행 및 조율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이

버 안보에 관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 법률

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간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법 제정 논

의를 통하여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그 필요

성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지금 국회에는 정부 입

법안인 ‘국가사이버안보법’과 의원 입법안인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다. 해를 

거듭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들에 대한 다

각적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안으로 제안되었

지만 결론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권한이 쏠리는 것

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인하여 여전히 사이버 안보

법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로지 국가의 이익과 미래의 번영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리더십 차원의 결단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업무에 

적대세력에 의한 사이버 공격까지도 대비할 수 있

는 능력의 확보에 실기하지 않기 위한 국가적 노력

이 절실히 요망된다.

3. 국가 사이버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한 제언

가. 사이버 안보 관련 기본 법률 제정

세계 각국이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쟁적으로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증강시키는 요

즘, 어느 나라보다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노출 수

준이 높은 우리나라도 사이버전력 증강을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적,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위기 발생 시 마다 수세적 후속조

치 차원의 대처에 머무르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

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는 사회 

전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이버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안의

식 등으로 인하여 사이버 위협에 치명적인 약점을 

상시 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

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사이버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해오는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사이버사령부 창설 및 사

이버 전문인력 양성 방안 시행 등의 노력을 해왔

지만, 법률이 일률적이지 않고 산재되어 있어 중

복 규정, 모순 규정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비효율

을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서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주요기관을 

보면, 우선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그 설립근

거를 두고 있고, 국군기무사령부 예하 국방정보전 

대응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조에서 정보통

신기반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



대하여 국회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국회의 통제 강화를 통해 사이버 안보에 관하

여 국내는 물론 국제 협력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

량을 갖추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유용한 해법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 스스

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은 물

론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행정안전

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주무부처로 하

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를 실현시켜 관련 기관의 권한

과 책임을 확정하고 감시 체제를 갖추는 등 사이

버 안보 기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나. 사이버 안보 협력체계 구축  

사이버 위협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확장

성과 치명성으로 인해 국가 안보기관 단독 능력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전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역량을 결집할 때 비로소 효과적

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차원의 사

이버 위협 대응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매뉴

얼 수립,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 기

관 간 협업체제 구축,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사

이버 안보 마스터플랜” 수립 및 민·관·군 합동대응

팀 구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전략 20개 

추진과제 선정, 청와대 안보실이 사이버 위기 발

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국정원이 실무총

괄을 담당하며 국방부 등 관계 중앙부처가 소관분

야를 전담하는 대응체계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마련 및 그 후속조치로서 분야별 세부 

대책인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과 “금융전

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 왔으며, 특히 한수원 해킹 사건을 계기로 수

립된 국가 사이버안보태세강화방안은 국가적 역

량 결집에 관하여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였다. 기

존 전략들이 정보와 대응역량의 중앙 집중적 체계 

수립 및 강화에 중점을 뒀던 반면, 태세강화방안

은 각급 공공기관과 주요 민관기관의 자체 보안역

량 강화를 바탕으로 국가가 이들 간의 신속한 협력

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를 위한 협력체계는 아직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의 역량이나 인식 차이, 그리고 각급 기관과 주체

들의 역할과 권한이 불명하여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였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안보 위

해의 예방, 탐지, 대응, 조사 각 단계에서 기관 간의 

역할이 불명하여 역량의 중복, 대응 수단과 주체의 

판단 지연, 민-관 및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실패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

성되지 못하여 상시적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작동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된 사이버 안보 위

기관리 절차(예방-탐지- 대응-복구)를 수립하고 

각 단계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과 테러, 그

리고 전쟁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민·관·군·경의 각 구성 요소의 역할과 총체적 

협업 관계를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평시 예방활동으로

부터 유사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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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게 ‘준비’함으로써 조속히 미래 강한 국가로서

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소망한다.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맺는 글

거부할 수 없이 새로운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가면서 구시대의 틀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우리 생각부터 획기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와 조직의 틀을 갖춰 신속하

고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 정책 수립을 통하여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사이버 안보 관련 기본법 제정과 

새로운 개념의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안보 업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혁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전 국민 통합 대응을 위한 ‘사이버 리더십’ 또한 대

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이

버 문제는 관심 소홀, 특히 조직의 최고위 리더들

의 무개념과 무방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

을 차지한다. 리더로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사이버 

안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불편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대비하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

울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을 

전 국민이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장으로 인

식하고 각자 사이버전사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끝으로,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미래로드맵을 설계하여 공동기술 연구 및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인재 양성 등에 주력하고, 이

러한 내부적 역량 구축을 넘어 국제 협력 및 정책 

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 안

보 환경에 적합한 사이버 안보 위기 대응능력을 철

글 | 유현국

필자는 예비역 육군 준장(육사35기)으로서, 현역 

복무 기간 중 다양한 부대에서 지휘관 및 참모 직위

를 역임하였으며, 군 발전과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

을 인정받아 보국훈장천수장과 보국훈장삼일장 등 

주요 훈장 및 표창을 수상하였고, 전역 후 국가위기

관리실 정보분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단국대학

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자문위원과 사단법인 미래

안보산업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 사회 공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기획칼럼

유현국,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이버안보위기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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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

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 대립, 태블릿 PC 조작, 사

드 갈등, 탈원전 대립, 적폐청산, 민노총 언론노조 

KBS/MBC 지부의 제작거부, 코리아 패싱, 한미 FTA 

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가 승

리했다. 국민투표로 당선되었으니 대한민국의 대

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가는 곳마

다 ‘촛불 대통령’을 내세운다. 7월 독일 베를린 쾨르

버 재단,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나는 촛

불혁명이 만들어낸 대통령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대통령의 연설이라면 박수

감이다. 장미혁명, 튤립혁명, 핸드폰 혁명이 그랬

다. 그런데 뜬금없이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10위

권 경제강국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한 나

라의 대통령이 촛불로 집권했다고 하니 우스꽝스

럽다. 트럼프, 마크롱, 메르켈, 아베 등과 같은 지

도자가 “촛불혁명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 ”고 유

엔에서 연설한다면 어떨까? 웃긴다. 80년대 운동

권 의식이다.

전쟁으로 점철된 유럽의 역사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각오하라”는 지혜를 미래 지도자들에게 남

겼다.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문재인은 32번이나 평

화를 강조했다. 나치에 버금가는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을 향해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그에

게는 태극기, 보수 우파도 궤멸의 대상인데 전 세계

가 규탄하는 김정은에게는 대화 일변도다. 이러니 

유엔 총회장이 텅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보수 죽이기는 전쟁 위기의 와중

에도 그칠 줄 모른다. 전임 대통령을 탄핵한데 이어 

구속해 무리한 재판을 이어가는 한편, 4대강 사업, 

국정원 댓글을 빌미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정조준

하고 있다. 이러니 ‘샤이 보수’들마저 뿔났다. 김대

중, 노무현은 ‘원조적폐’, 문재인은 ‘신적폐’라며 권

양숙이 받은 640만 불 뇌물사건도 조사하자고 맞

불을 놓고 있다.

따지고 보면 작금의 핵 위기가 김대중이나 노무

박상봉 박사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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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의 무지와 편견과 무관하지 않다. DJ는 

2001년 정상회담 후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

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북한에 면죄부를 주

었다. 노무현의 북한 사랑은 눈물겹다. “북한 핵 주

장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 핵실험 아

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인도는 핵 보

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

다”,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인들

이 불안하다고 느끼겠느냐” 등 북한 대변인 노릇

을 자임했다. 

이렇듯 2017년 10월 대한민국 안보 위기가 전

임 두 대통령들의 무지한 대북관, 비뚤어진 역사관 

및 반미감정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

인 정권은 이를 반복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

은 미래가 없다’는 구호가 민망하다. “나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발언은 그야 말로 위선

의 극치다. 

한미동맹의 위기

3월 10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던 날이다.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

로 탄핵에 찬성했다. 이 날 독일의 주요 일간지 디

벨트(Die Welt)가 탄핵 후 ‘대한민국 대선’이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해 눈

길을 끌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진보좌파 정권이 탄생할 유력하며” 문재

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과 공조해 반

트럼프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사드 배치도 철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마르 아 라고’ 개인 별장으로 초대해 골프 회동을 

가질 수도 있다. 결국 김정은의 핵 벼랑끝외교의 승

리”라는 보도였다. 

디벨트의 예언과도 같이 5월 10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64년 한미동맹이 살얼음판이다. 10차례의 

미사일 도발, 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

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화되는 

와중인데 문재인의 행보가 기이하다. 북한에 인구

조사 지원금 600만 달러와 인도주의적 지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단다. 핵 인질범의 식솔을 인질이 

먹여 살리자는 가짜 평화요 페이크 인도주의다. 스

톡홀름 증후군의 전형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도 억지투성이다. 보고를 누락해서, 중국에게 물어

보고, 환경평가를 해보고, 성주 주민들이 반대해서 

등등 억지를 부리다 마지못해 임시배치라며 1세트 

6기의 배치를 완료했다. 

한미동맹이 위태롭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트럼

프 공개처형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사드를 철회하

라며 미국 대사관을 촛불로 에워싼다. 미북이 싸우

면 북한 편을 들고, 미중이 대립하면 중국 편에 선

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낭비라고 하는

데 대화를 고집한다. 한미일 정상 앞에서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거론하며 귀국해서는 딴청이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레드라인을 넘었다. 미국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

욕이다. 반미주의자가 아니면 절대 내뱉을 수 없는 

막말이다.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미국을 전쟁광으

로 몰아가는 주사파적 시각이다. 한미동맹이 깨지

면 중국에 붙어살면 된다며 배수의 진도 쳐놓았다. 

“이해하고 이해받는 곳 - 그 곳이 고향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절제되어야 한다. 국민을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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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보에는 단호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

권의 말들은 거의 막말 수준이다. 대통령의 말에 국

민이 분열하고 특보의 말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3일 통일 27주년을 맞았다. 통일 후 

유럽의 리드 국가로 자림 매김 했지만 여전한 동서

격차, 난민유입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독

일 역사 상 최초로 반외국인 정당, 네오나치로 비판

받는 독일대안당(AfD)가 연방하원에 진출했을 뿐 

아니라 제3당의 지위를 얻었다.  

이런 가운데 행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통

일의 날 연설이 마음을 울린다. 언론이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한 문장으로 뽑았다. “(남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받는 곳 - 그곳이 고향입니다.” 이 평

범한 연설에 경륜과 지혜, 성숙한 민주의식이 고스

란히 담겨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태극기 세력의 고향은 어디냐고?”.

‘북한은 악의 정권’ 

서울의 ooo 교회가 9월 둘째 주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금식기도를 정하고 “핵과 미사일

로 위협하는 북한의 악의 정권은 무너지게 해 주시

옵소서”라며 선포했다. 양비론이 판을 치는 좌편향 

운동장에서 한줄기 희망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

한다.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없는 도덕적 위기다. 북

한을 두둔하면 평화주의자, 북한을 공격하면 색깔

론자라는 딱지가 붙는 것도 일상이다. 

이런 기울어진 일상에 교회와 기독인이 나선 것

이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참된 기독인들이 나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듯이 이번에도 그렇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도덕적 위기 때마다 나서서 

나라를 구해낸 기독인들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의 

링컨, 영국의 윌버포스, 독일의 가우크는 전형적인 

기독인으로 위기 때 빛을 발한 정치인들이다.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 특보다. 

그가 얼마 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로마서를 인용

해 세상 통치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악

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며 “하나

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제거할 권한

을 부여하셨다”고 선포했다. 우상의 나라, 악의 정

권을 악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목회자나 주적을 주

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정치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기적의 역사다. 일반에게는 

기적이지만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다. 건

국의 역사가 기적이며 제헌의회의 구성이 하나님

의 개입이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순간에도 작

동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통일, 복음통일을 통

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회복하고 평양발 선교

가 유대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

다.   

글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로 연세대와 베를린 자유

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前 명지대 교수와 통일교

육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안보에 대한 책갈피

“안보”(安保, security)는 문자 그대로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

전을 지키는 일로 이해된다. 따라서 안보에는 군사

력이나 외교적 수완이 중요한 요소로 뒤따른다. 뿐

만 아니라 조금 넓게는 전쟁과 폭력의 문제 또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안보라

는 주제를 다른 사안들 ― 평화, 전쟁, 폭력, 민족

주의, 이웃, 인류애 등―과 별도로 논의할 수 없다. 

기독교는 우선적으로 사랑과 정의의 종교요, 하나

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윤리의 원천과 골격으로 삼

는 신앙 체계이며, 할 수 있는 한 하늘과 땅의 시민

권 모두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공동체적 집단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안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이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핵무기 및 핵전쟁의 

사안과 좀더 근원적으로 연관이 되는 평화의 사안

을 염두에 두고서 책갈피를 펼치고자 한다. 총 4권

의 책자를 선보일 터인데, 앞의 두 권은 핵무기와 

핵전쟁에 대한 것이요, 뒤의 두 권은 평화(및 반평

화)에 대한 것이다.

사이더(Ronald J. Sider, 1939-  )는 「가난한 시

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한국 IVP 2009년 

간)으로 많이 알려진 복음주의 행동가이다. 원래 

메노나이트 전통의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

고, 캐나다 IVCF 사역에 참여했으며, 후에는 이스

턴 침례교 신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쳤다. 오랫동

안 <복음주의 사회 행동> (Evangelicals for Social 

Action: ESA)의 대표로서도 활동했다.

공저자인 테일러(Richard K. Taylor)는 퀘이커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개발과 평화 사

역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이 책자는 제목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핵전쟁이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연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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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ld J. Sider & Richard K. Taylor, Nuclear Holocaust 

& Christian Hope: A Book for Christian Peacemakers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2).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대파국을 일으킬 것이므

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극적 사태를 막아야 한

다는 취지에서 저술되었다. 비록 구소련의 붕괴 이

전 냉전의 상황에서 쓰인 35 년 전의 작품이지만, 

아직껏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여겨

져 소개하는 바이다. 필자는 이 책자가 최소 두 가

지 면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첫째, 메노나이트 입장의 전쟁/평화관을 배울 

수 있다. 한국은 최근 70년 가까이 북한과의 대

치 상태에서 늘 전쟁 도발의 위협 가운데 지내 왔

으므로 전쟁에 대한 관점이 고착화되어 있다. 게

다가 한국의 기독교 역시 대체로 의전론(義戰論, 

just war theory)을 신봉하는 전통에 서 있기 때문

에 전쟁을 당연시하는 데 익숙하다. 메노나이트 전

통의 평화론(pacifism)은 이런 면에서 ― 그 입장

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 우리에게 신선한 충

격을 준다.

둘째, 핵 평화론(nuclear pacifism)이 대두

하게 된 원래의 역사적 정황과 만나게 된다. 전

통적으로 기독교에는 전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상

극적 입장이 있어 왔다. 주된 견해는 “의전론”으로

서 어떤 형태의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

는 ―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참여해도 신앙과 배

치되지 않는 ― 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이다. 소수

적 견해인 “평화론”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정당

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파괴 능력이 알

려지면서, 핵전쟁의 경우에는 의로운 전쟁과 불의

한 전쟁 사이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

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전론자

와 평화론자가 의견의 합치점에 이르렀으니, 핵전

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평화론적 입

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핵 평화론”이다.

두 저자의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1-3장]는 핵전쟁의 위협이 위협으로만 끝나지 않

으리라는 것을 실증적 자료와 설득력 있는 예시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제2부는 평화론의 

핵심적 주장 내용을 담고 있다. 4장과 5장에서는 

의전론에 대한 비평을 시도하고, 6 · 7 · 8장에

서는 평화론의 성경적 · 신학적 근거를 상세히 개

진한다. (물론 반론에 대한 응수도 빼놓지 않고 있

다.)

제3부[9-12장]는 평화론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도움 정보와 안내가 가득 차 있다. 제

4부[13-15장]는 비(非) 군사적 방어 체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평화론은 폭력을 거부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전폭적 비저항(total nonresistance)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을 거부한

다고 해서 국가의 방어조차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

라고 말한다. 비결은 비군사적 방어 체제의 구축 

― 비폭력적 저항과 비협조를 포함하여 ― 에 있

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제2부의 내용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고난의 감내 등과 관련

한 평화론자의 순수한 결의에 다시금 감복하지 않

을 수 없었다. 단지 그런 희생적 자세를 공적 영역

에서도 똑같이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사

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이더의 책자

를 존 스토트의 글 ― “전쟁과 평화,” 「현대 사회 문

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한국 IVP 2011년 간), 

pp. 113-155, 특히 126-129 ―과 함께 읽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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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겠다 싶다.

이 책은 한반도 평화 연구원 총서 시리즈의 첫 

권으로서 한국이 당면한 북핵 문제를 다양한 각도

에서 살펴본 뛰어난 논문집이다. 이 논총을 수작으

로 꼽으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책의 

전반적 짜임새를 볼 때 일관성 있는 기획과 편집

이 돋보인다. 또, 이런 제목의 논문집으로서 꼭 다

루어야 할 주제들을 빠짐없이 선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주제의 기고자들이 전문성과 전달 능력

을 아울러 갖춘 가운데 글을 작성했다. 필자와 같

이 북핵 이슈에 대한 문외한도 이 책을 통과하면서 

훨씬 더 실정에 밝은 사람(informed layman)으로 

바뀐 것 같다.

이 책자는 모두 3부에 걸쳐 8편의 논문을 수록

하고 있다. 제1부 핵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에는 두 편의 글이 등장한다.

    제1장/  이근욱, 국제체계의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핵확산

    제2장/ 전재성, 기독교와 핵

제1장에서 발제자는 북한의 핵개발이 네 가지 

근거로 볼 때 국제 체제의 불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제2장은 이 모음집에서 유일하게 핵문

제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다루고 있는데, 라인홀

드 니버의 사회 윤리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한국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현실주의를 제시한다. 

제2부 핵무기 제거를 위한 노력: 국제적 사례

에는 역시 두 편의 논문이 할당되어 있다.

    제3장/  조동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사례 

연구

    제4장/ 김준석,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제목이 나타내듯 이 두 가지 논문은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의 핵무기 개발 (및 폐기)에 대한 지정

학적 발전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고 있다. 매우 흥

미롭고 유익한 글이다.

제3부 북핵위기와 국제적 해결 노력: 평가와 

교훈은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각각 미국·중

국·북한·한국의 정치 외교적 파노라마를 생생

히 그려 준다.

제5장/  신성호, 1·2차 북핵위기와 북한의 대북 

정책

제6장/ 김흥규, 중국의 북핵외교

제7장/ 황지환,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협상

제8장/ 백종국, 북한 핵문제의 국내정치

네 편의 글들을 읽으면서 필자가 표면적 · 피상

적으로만 듣거나 알고 있던 정보들의 심층적 의미

에 접할 수 있어서 유익이 매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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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반평화를 병치시켜 책 제목으로 삼은 것

은, 반평화적 태도와 행습이 자리잡고 있는 한 평

화는 들어설 여지를 허락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

이리라. 어쨌든 이 책은 반평화의 독아를 드러내어 

제거함으로써 평화의 길이 훤히 뚫리도록 하는 데 

발간의 취지가 있다.

역시 한반도 평화연구원 총서 시리즈 가운데 속

해 있어 [이 책자가 아홉째 권이다], 앞서 소개한 

모음집과 형식상 비슷하리라는 예측을 일으킨다. 

과연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평화(및 반평화)에 연

관된 사안을 천착하는 데 자신들의 기량을 총동원

하고 있다. 이 논총에 실린 8편의 저자와 제목은 아

래와 같다.

제1부 철학과 문학에서 본 평화와 반평화

    제1장/  김선욱, 평화와 반평화: 평화의 윤리학적 

조건

    제2장/  심혜영, 반(反)평화적인 삶의 문화와 그 

근거

    제3장/  서경석, 한국문학을 통해 본 이웃 사랑의 

철학

제2부 제도의 관점에서 본 평화와 반평화

    제4장/  이해완, 폭력의 내면적 원인과 평화의 내

면적 토양

    제5장/ 전우택, 인간의 공격성과 한반도의 평화

    제6장/ 이국운, 민주적 연방주의와 평화

제3부 성서의 관점에서 본 평화와 반평화

    제7장/  박정수, 초기 기독교의 ‘반-유대주의’ 

담론과 평화의 문제

    제8장/ 김회권, 역대기의 민족화해 사상

필자 개인적으로는 제2장, 제5장의 내용이 각

각 서로 다른 이유로 계몽적이었다. 또 제6장에 등

장한 공간 개념은 평화의 주제와 상관없이 흥미

로웠다.

아쉬운 점은 이 논문집이 1권만큼 높은 수준

의 기획성[형식상]이나 응집성[내용상]을 나타내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8개 가운데 2편의 논

문은 이미 다른 곳에 실린 것을 이 책자의 주제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어쩌

면 “반평화”라는 주제 자체가 “북핵 문제”보다 훨

씬 더 추상적이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

다. 아니면/게다가 1권에서 받은 좋은 인상이 필

자 내면에 기대 이상의 높은 잣대를 형성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아쉽기는 하다. 특히 216

쪽 하단에서 217쪽 상단까지의 아홉 줄은 216쪽 

상단과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 있어, 원

고의 교열이나 편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보여 준다.

김선욱 외 지음, 「평화와 반평화 ― 평화인문학적 고찰―」 (용인: 

프리칭아카데미, 2013).



책자의 표지 안쪽 저자 소개란에는 저자가 윤리

와 사회 분야의 학위 소유자로서, 감신대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재직 중임을 밝히고 있다. 「종교의 

두 얼굴」은 기독교 2천 년의 역사를 평화의 관점에

서 탐구한 평화 연구서이다. 

이 저술이 역사적 고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이해가 시대별로 어떠했는지, 

또 어떤 개념적 변화를 겪었는지 설명하는 데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총 13장으로 구성된 내용 가운

데 1장과 2장은 각각 그리스와 로마의 평화를 다루

고, 그 뒤부터서야 비로소 기독교 시대의 평화 개

념을 소개한다. 3장부터 13장까지의 제목을 일별

하면 다음과 같다.

III. 구약 성서의 평화 ― 샬롬

IV. 예수의 평화

V. 초기 교부들의 평화

VI. 제국화된 기독교의 평화

VII. 기독교 세계의 평화 ― 팍스 크리스티

VIII. 종교개혁자들의 평화

IX. 재세례파 신앙 운동과 평화

X. 퀘이커 신앙 운동과 평화

XI. 독일 개신교의 평화 운동

XII. 미국 가톨릭교회의 평화 운동

XIII. 세계 교회 협의회의 평화 운동

저자에 의하면 초기 교부들의 시기까지는 그리

스도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비폭력으로 대

응했으나 어거스틴을 필두로 의전론이 대두되었

고 그 경향은 종교개혁자들의 시대까지도 이어진

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오직 재세례파의 비폭력적 

무저항주의 전통과 퀘이커의 신앙 운동에 이르러

서야 예수의 평화 사상은 본 모습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 세기 후반부터서야 비로소 전 

세계의 교회들은 다시금 평화주의적 전통으로 복

귀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교회가 평화를 추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는 권력과의 결탁을 마다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 저자가 책의 초두에서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니라 탐심에 의한 폭력이

라고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자를 한 장씩 읽어 가노라면 저자가 시도한 

이 역사적 탐구가 얼마나 방대한 (동시에 얼마나 

인고를 크게 요하는) 작업인지 절감하게 된다. 그

래도 그 덕에 책을 읽은 이들이 좀더 하나님의 마

음에 근접한 평화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니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글 | 송인규

한국기독학생회(IVF)의 총무로 역임하였으며, 합

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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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戰場)이 바뀌었다 

하지 않는다. 신앙인조차도 맛집, 스포츠와 취미생

활엔 열중하지만 신앙은 고사하고 윤리적인 삶에

도 시큰둥하다. 소설은 우리가 이런 모순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짚어낸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

시 이야기』를 펼치면, 독자의 시선을 붙잡는 문장

이 있다. 작가는 매달 연재했던 소설 도입부를 이

길을 잃다

한국 사회를 묘사한다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라고 표현하는 이도 있다. 

우리 곁엔 미움과 대립이 여전하다. 고민 끝에 얻

은 힘이 강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이타적인 삶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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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시작한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

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

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

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

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

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

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

갔다. 

디킨스는 19세기를 살았다. 그런데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겪는 혼란을 예견한 듯하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숲에서 길을 잃은 단테처럼 말이다. 

『신곡』을 시작하며 단테는 이렇게 썼다. “인생이 

절반쯤 지났을 때 나는 길을 잃었고, 어두운 숲속

에 들어선 후에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을 깨달았다.” 단테는 죄의 숲에 빠진 자신을 깨닫

고 두려움에 떤다. 우리 삶엔 내재적인 모순이 있

다.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하지 않기에, 우리

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우리를 읽지 못한다. 내

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안보에도 그대

로 이어진다. 

안보 딜레마 

우리는 매일 TV 화면을 통해 각자의 불행을 지

켜본다. 하지만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것을 바

라보는 사람 사이엔 큰 간극이 있다. 미국 라스베

이거스에 일어난 비극에도 총기규제는 요원하다. 

이해가 대립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

지만 다른 누군가는 유익을 얻는다. 한반도의 위기

는 미국 군수산업에 호황을 가져온다. 이것은 예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총리 요시다 시게루

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

전쟁을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고 알려져 있다. 우리도 비슷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 베트남전이다. 우리에게 베트남전쟁은 ‘신이 

한국에 내린 선물’과 같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 중에 「굿모닝 베트

남」이 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이공에서 방송을 하면서 겪는 일상을 코믹하게 

그린 반전 영화이다. 이 영화에선 루이 암스트롱

의 노래 「왓 어 원더풀 월드」(What a wonderful 

world)가 주제곡으로 나온다. 노래는 반전이란 주

제를 절묘하게 표현한다. 국제 정치학에서 다루는 

용어 중 ‘안보 딜레마’가 있다. 한 국가가 안보에서 

위협을 느껴 군비를 증강하면 다른 국가에서 맞대

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더 높은 수위의 위협

이 생겨난다. 즉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가 국

가 안보에 더 큰 위협을 가져온다. 사드이다. 이것

이 안보 딜레마이다. 

안보는 국가 대 국가란 모습으로도 다가오지만 

비안보라는 모습으로도 다가온다. 국력이 약한 국

가는 외부의 침략에 취약하다.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란 전란을 겪은 것은 강대한 외부의 적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먼저 내부의 적에게 무너

진 결과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북이

스라엘은 앗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

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한 국가의 안보는 내부의 안보가 지켜질 때만 보장

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는 안전하다

고 느끼는가? 안보란 안전하게 지켜서 보호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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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뜻이다.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외부 적으

로의 침범밖에 없을까?

안보란 국민을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인데, 여기엔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라크, 시

리아, 아프리카, 중남미 나라들을 보면 그것을 절

감한다. 부패가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이들 나라에

선 부패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

남미 국가들의 살인율이 1, 2위를 다툰다. 엘살바

도르, 과테말라, 세인트 키츠 네비스, 베네수엘라

의 살인율은 너무 높다. 엘살바도르는 나라 이름

이 구세주인데, 살인율이 한국의 60배가 넘는다. 

한국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치안이 좋긴 하지

만, OECD 국가 중 살인율이 6위 강간 범죄율이 

13위다. 

안보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란 모습으로도 다가오지만, 문화, 

테러, 해킹, 사이버전쟁이나 지적전쟁의 모습으로

도 다가온다. 일상에서 기독교를 타깃으로 삼는 위

협 중 하나는 지적 전쟁이다. 교회 밖을 벗어나면 

세상은 선과 악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회색지대이

다. 이제 세상의 것들이 점점 교회의 문턱을 넘어 

우리의 생각 속으로까지 밀려들어오고 있다. 우리

가 마주친 문제들은 낙태와 동성애, 인권 같은 문

제부터 신무신론이나 복제인간, 본문비평 같은 전

문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싸움에 학자들과 전문

가들이 개입함에 따라 싸움은 점점 지적전쟁의 모

습을 띄어가고 있다. 

지적전쟁의 모습을 띄어가는 진리에 대한 공격 

크리스천들 가운데 들뢰즈, 라깡, 푸코, 지젝, 데

리다, 피터 싱어 같은 이름을 들은 분은 드물 것이

다. 하지만 인문학 분야에 들어서면 이 이름들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끌

어당긴다. 리처드 도킨스, 크리스토프 히친스나 샘 

해리스는 성경의 예수가 픽션임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소재를 제공한다. 이들은 무신

론자들의 슈퍼스타로서 기존의 논리에 식상한 독

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리를 척척 만들어낸다. 바

트 어먼 교수(노스캐롤라이나대 종교학과)의 스

토리는 새로운 논리를 필요로 했던 무신론자들에

게 잘 먹혀들었다. 신약학 분야와 본문비평의 전문

가라는 타이틀은 그의 말에 힘을 실어준다. 

이제 싸움의 양상은 점점 굴곡지고 거칠어지고 

있다. 옥스퍼드대 도킨스가 『신이란 망상』을 내놓

고 으름장을 놓자, 같은 대학 출신으로 생물리학 

박사이자 신학교수인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는 『도킨스 망상』, 동방정교회 신학자 데

이비드 벤틀리 하트(David Bentley Hart)는 『무신

론자의 망상』으로 맞대응한다. 누가 하나님의 존

재를 부인하자 31억 개의 인간 유전자 지도를 해독

한 게놈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프랜시스 콜린스

(Francis Collins )가 『신의 언어』(The Language of 

God)로 맞서고,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자 출신인 

오웬 진저리치(Owen Gingerich)가 『신의 우주』로 

맞대응을 한다. 싸움의 양상이 격렬한 진리를 둘러

싼 지적 전쟁터에선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만

큼 두려운 것도 없다. 

리처드 도킨스는 옥스퍼드대 찰스 시모니 석좌

교수란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이 타이틀을 준 찰스 

시모니는 미국의 억만장자다. 그는 마이크로소프

트사의 워드와 엑셀을 개발해 부와 명성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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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얻었다. 그는 추정재산이 1조원쯤 되는 재산가

이고, 6천만 달러를 내고 국제우주정거장까지 두 

번이나 다녀왔다. 시모니는 무신론자로서 진화생

물학자인 도킨스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모니는 찰스 시모니 석좌교수란 타이틀을 만들

어 도킨스에게 쥐어주면서 그를 ‘다윈의 로트와일

러’라고 불렀다. 로트와일러는 힘이 세고 똑똑한 

경찰견이다. 도킨스는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이렇

게 내뱉고 있다. 

모든 픽션 중 가장 불쾌한 캐릭터이다. 질투가 

많고 교만하며 ... 하찮고 ... 불의하고, 용서라곤 도

통 모르면서 뒤에서 조종만 하는 자이며 ... 여성 혐

오증이 있고, 동성애를 혐오하고 인종차별주의자

이며, 유아를 죽이고, 집단학살을 하는 ... 

지식의 최종소비처를 두고 벌이는 싸움 

안보를 다룬 명언들이 여럿 있지만, “평화를 유

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

이다”라는 조지 워싱턴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맥그래스가 도킨스를 상대한 논쟁은 다르

게 읽힌다. 둘의 논쟁은 땅뺏기 싸움이다. 그런데 

그 땅은 어딜까? 도킨스, 히친스, 바트 어먼, 댄 브

라운은 고수들이다. 이들이 노리는 대상은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불투명한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회색지대에서 앎에 대한 열정이 특출

하고 또 색다르고 낯선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

들은 신무신론자들에게 매력적인 포섭의 대상이 

된다. 

한번 생산된 지식은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

우가 거의 없다. 생산된 지식은 본능적으로 시장을 

찾아 나선다. 2차 대전이 후발주자와 선발주자가 

제한된 시장을 두고 벌인 전쟁임을 알고 있을 것

이다. 신무신론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은 

어디 일까? 그들이 생산해내는 지식의 최종 소비

처는 어디일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 한번 생

산된 지식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흡수되고 소화

된 뒤에야 사라진다. 이러한 지식의 섭취는 반드

시 흔적을 남긴다.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가가 건

강의 척도가 되듯이, 어떤 지식을 섭취하는 것 역

시 중요하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켜진 경고

등처럼 보인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

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라. 

국가가 영토를 지키듯,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이다. 북한의 논리에서 보듯, 사람들은 사

실이 아니란 것을 알고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어도 

그런 사실을 옳다고 우기거나 왜곡하여 자신들이 

옳다는 주장을 한다. 틀린 것을 알아도 바꾸는 것

은 쉽지 않다. 인간은 지금도 아담과 이브와 똑같

은 유혹을 받으며 살기 때문이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의 씨를 뿌릴 기회를 찾아 발품

을 팔고 다닌다. 진리는 선물이다. 진리는 발견되

지만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 이

후 참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옵션이 되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이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인

가?’를 물었다. 하지만 그 답을 기다릴 정도로 진리

는 그에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늘날

도 마찬가지다. CNN 라이브 토크쇼 「래리킹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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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

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

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

을 강의하며, J.M.쿳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

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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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에 세계적인 록 스타 보노(Bono)가 출현한 적

이 있다. 보노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진행자 래리 

킹이 호기심어린 질문을 던졌다. 기독교가 다른 종

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다. 이 질

문에 보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설명하는 방식은 

달라도 결국은 응보를 가르치고 있습니

다.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자신이 받

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하지만 기독교

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래리 킹처럼 많은 이는 그저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시달

리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

지 안전장치가 생겨나고 있지만, 증오로 눈이 먼 

사람은 여전히 많다. 알제리 작가 야스미나 카드

라(Yasmina Khadra)는 『테러』란 소설에서 작중인

물을 빌어 묻는다. “무슨 이유로 한쪽의 행복을 위

해 다른 한쪽의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합니까?” 하

지만 증오를 품은 사람에겐 시선이나 말 한 마디도 

상처가 된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가혹한 시련이지

만, 미움이 가득한 사람에겐 죽음이 목적 그 자체

가 되기도 한다.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된다. 우리

는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시스템을 바꾸거나 

건물을 바꾸거나 플랜을 짠 것이 아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그리스

도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었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었다. 진실한 회개가 먼저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

음으로 나부터 변화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첫 

걸음이었다.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

나님은 종교라는 인프라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

을 쓰셨다. 안보는 종교개혁과 궤를 같이 한다. 안

보는 첨단 무기가 아니라 깨어 있는 사람이 지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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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는 마르틴 루터가 깊

은 영적 투쟁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이고, 중세의 오랜 세월

을 잊힌 채 지내오던 그 진리를 바르게 드러낸 것이 종교개

혁의 핵심이 되었다. 루터는 1545년에 출간된 전집의 서

문에서 다음과 같이 자전적인 고백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를 싫어하였습니

다.……이 의는 형식적 또는 능동적인 의라고 하는

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고 ‘불의한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의’를 말하는 그러한 의였습니다.……

나는 의로우시고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사

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워하였습니다.……이러

한 하나님께 엄청난 원망과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

다.……나는 밤낮으로 이것(하나님의 의)을 묵상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

니라” 하는 말씀의 전후 문맥에 집중하였으며, 여기

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기 시작

하였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러한 의로서,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의입니

다. 이러한 의로써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

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를 믿음을 통하

여 의롭다 하시므로, 이러한 의는 수동적 의입니다. 

이것을 깨닫자마자 나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고 열

린 문을 통과하여 낙원으로 들어갔음을 느끼게 되

었습니다. 즉시 전체 성경이 다른 빛 아래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11)

루터가 시편과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내적 투쟁을 통하

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의’는 그를 새롭게 하고 열린 문

을 통하여 낙원으로 인도한 진리였다. 그리고 이것은 루

터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교회들에게도 빛을 비추는 진

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에 대한 이해

는 단일하지 않았다.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믿

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의 관계를 어

떻게 이해하는지 등의 문제가 이후로도 여전히 논의되고 

1.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er 

Ausgabe(Weimar: Böhlau, 1883ff), 54:185-186.

김헌수 교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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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고 묻는다. 믿음

의 필요성과 믿음의 정의(20-21문), 그리고 믿음의 내용

(22-58문)에 대해서 다 가르친 다음에 그 유익을 묻는 것

은 참으로 아름다운 순서이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

여하는 것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자인 내가 얻

을 수 있는 유익이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

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60문)

60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한다. 나의 양심이 나를 고소하는 것이 있지만 그리스

도 안에서 그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으

로 나는 의롭다 함을 얻으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참되게 믿음으로써만 나는 의롭다 함을 얻는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있다. 종교개혁 100주년, 200주년, 3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그림들을 보면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는 루

터의 ‘이신칭의’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는 것처럼 보인다.

믿음의 내용과 의롭게 되는 것 (59문)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59문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

익을 줍니까?”라고 묻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제7주

일(22문)부터 22주일(58문)까지의 내용에서 가르친 사도

신경을 가리킨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

과 우리의 구속(救贖),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聖化)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러한 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종교개혁 100주년을 기념하여 1617년에 제작된 요한 글뤽(Johan 

Glück)의 작품(1617년).루터가 긴 깃 펜(quill)를 잡고 비텐베르크 성

채교회의 문에 95개 논제들을 직접 적고 있는 모습과 함께, 그 깃 펜의 

깃털이 사자의 귀를 뚫고 로마에 있는 교황 레오 10세의 삼중관(tiara)

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함께 묘사하였다. 95개 논제들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하였음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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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1) 세 가지 고소

첫째,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하게 어

겼다고 고소한다.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전체

를 어긴 것이 되지만(약 2:10), 나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겨서 모든 계명을 어긴 셈이 된 것이 아니라, 실

제로 모든 계명을 다 어겼다.

둘째, 양심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한다.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를 지적하는 말이다(不作爲의 죄).

셋째, 양심은 우리가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경향

이 있다고 고소한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여

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고, 내일 더 좋아지리

라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곤고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롬 7:24).

(2)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는 앞서 말한 세 가지 고

소와 관련이 있다. 세 가지 고소에 대하여 각각 ‘온전히 만

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대응한다. 내가 모

든 계명을 심하게 어겼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

서 모든 계명을 온전히 만족케 하신 사실을 내어놓고, 내가 

하나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그

분의 의로운 행사를 보이며, 내가 지금도 모든 악으로 향하

는 성향이 있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입혀 주신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나를 향한 모든 고소에 대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를 온전히 변호하여, 순전히 은혜로 “마치 나에게 죄

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

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

처럼 여겨”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분의 양식으로 삼으셨는데(요 4:34) 그렇게 이루

신 순종을 나에게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얻었지만, 그러한 신자

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다.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

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치 내가 원래

부터 죄가 없었다는 듯이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다. 또한 신자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

라, ‘아직도 내 안에는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자백한다. 죄인이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

은 자의 모습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이러한 교훈은 죄만을 

부각시키는 비관주의나 혹은 반대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무흠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주

의의 양극단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애통하면서 동시에 위로

를 받는 상태가 신자의 신비한 삶이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

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종교개혁 200주년을 즈음하여 나온 작자 미상의 그림 (루터가 비텐베르

크 성채교회 문에 붙어 있는 95개 논제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이는 모습을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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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는 일이다.

(1) 믿음 때문에 ?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면 나의 믿음이 

의롭다 함의 ‘근거’가 되게 된다. 믿음이라는 인간의 행위

를 구원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한 것이므로 구원

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엡 2:8-9), ‘나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나의 이

해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지 못한 채 ‘오직 믿음’을 이야기

하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도입

하게 된다. 그리고 종교적인 감정이나 열정의 회복을 믿음

으로 착각하는 일조차 있게 되고,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봉

사하면 큰 믿음인 것처럼 장려하는 일도 있게 된다. 이러

한 현상은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행위로 바뀌는 예가 된다.

(2) 믿음이 없이 ?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릇되게 강조

할 때에는, 자칫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도에 대해서 무

관심하게 된다. 신율법주의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께서 우

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

을 수 없다.

(3)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이 나와 관계를 갖기 위한 수

단은 믿음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우리는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수단이 가리키는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아야 

한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붙

오직 믿음으로 (61문)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은혜를 얻

는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되는 것이다. 성신께서 이루

시는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

는다.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믿음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믿음 때

문에’도 아니고 반대로 ‘믿음이 없이’도 아니며, ‘믿음으

종교개혁 300주년을 즈음하여 새롭게 그린 율리우스 휘브너(Julius 

Hübner, 1806-1882)의 작품. 소년이 95개 논제들을 비텐베르크 성

채교회의 문에 못 박고 있는 동안, 루터는 모여든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

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글 | 김헌수

총신대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

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

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

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

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

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

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

대사상』 등이 있다.

들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의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공효에 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예

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급류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밧줄에 튜브

를 달아서 던졌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 때문에 구원을 받

았다고 생각하고, 밧줄을 던지고 끌어 준 사람에 대하여서

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크게 잘못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반

대로 밧줄을 무시하고서는 급류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이다. 그는 밧줄을 던진 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되 밧줄을 

수단으로 하여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다.

(4) 믿음 더하기 무엇

‘믿음 더하기 무엇’은 ‘오직 믿음’과 반대되는 견해이다. 

믿음에 무엇을 덧보태면 사실상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

성’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 이를테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을 받지만 거기에 선행도 덧보태야 그것이 구원의 근거로 

작용할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교묘

하게 교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요즈음에도 믿음과 선행, 믿음과 “신령한 은사”, 믿음

과 물질적인 복 등, 시대에 따라서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

을 꾀는 속임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는 무언가 부족해 보

이고 자기가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할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렘 

17:9-10),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롬 8:7). 

우리가 주께서 주신 수단에 무엇을 덧보탠다는 것은, 그리

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는 일이 된다.

오직 믿음(sola fide) = 전체 믿음(tota fide)

‘믿음 더하기 무엇’의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믿

음을 빈약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언약의 맥락에

서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믿는 첫 단

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무

엇을 덧보태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

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롬 1:17)라고 가르쳤다. 처음

에 의롭다 함을 얻은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

와 연합하는 신자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처음부

터 마지막까지 신자의 삶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의 의가 

언약의 맥락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라면, 그 의를 얻는 수

단인 믿음도 언약 백성인 신자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의롭게 된 신자의 

삶인 것이다.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이다. 믿음으로 그리스

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은 처음 믿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

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면서 깊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믿음’은 ‘전체 믿음’인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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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Mail(editor.worldview@gmail.com) 또는 문자(010-6886-3152)로 발송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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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쉬말칼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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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루터의 도시를 가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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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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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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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말칼덴(Schmalkalden) 동맹은 

1531년 결성된 프로테스탄트계 귀족들

로 이루어진 정치 연합이라고 할 수 있

다. 종교개혁이 가톨릭의 탄압을 받고 있

는 가운데, 그 불길이 살아나느냐, 아니

면 꺼지느냐 하는 기로에 선 시점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었다. 여기에 불씨

를 되살린 한 인물이 있었다. 헤센의 필

립공(1504-1567)이었다. 그는 1518

년부터 헤센을 다스렸는데 다양한 분야

에서 선정을 베풀었다. 헤센에 불어온 르

네상스는 필립공으로 가능했다. 정치, 주의회, 경제, 세금제도, 교육, 문화, 과학, 교회 등 여러 분야에

서 행정이 공의롭게 되게 했을 뿐 아니라, 빈민과 병자를 위한 사회기관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1528

년 마르부르크 종교 회의를 주선한 이도 바로 필립공이었다. 

헤센의 필립공이 갖게된 별명은 “용맹한 자”이다. 그는 루터의 사상이 단지 교회 변혁에만 국한 된 것

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변혁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루터가 추구하는 개혁이 독일 변방에 머물러서

는 안된다고 판단한 필립공은 귀족들이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므로 정치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부여된 용맹한 자라는 명예는 그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칼 5세에게 대항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신념에 가득한 그의 행동은 마침내 종교개혁 사상을 수용하는 귀족들을 결집시켰다. 수

년 동안 지속된 설득 작업으로 쉬말칼덴 동맹은 공식적으로 1531년 2월 27일에 그 빛을 보게 되었다.  

이 동맹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1537년 회의에 모인 이들은 종교개혁의 힘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지 가름하게 한다. 참여한 이들의 규모는 방대했다. 16명의 제후, 6명의 공작, 황제와 교황의 사절

단, 불란서, 네덜란드 왕실의 대사, 28개 도시의 파견단, 42명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었다. 여

기에 루터와 멜랑흐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동맹은 1546-47년 사이에 막강한 저항에 부딪쳤다. 이른바 쉬말칼덴 전쟁이 일어난 것이

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정치 동맹을 가톨릭계 귀족 연합이 전쟁으로 응대한 사건이었다. 결과는 참

혹했다. 필립공은 체포되어 멀리 네덜란드로 이송되었고 쉬말칼덴 동맹은 해체되었다. 하지만 그 신

앙고백과 개혁 정신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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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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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연합기독뉴스>에 실렸던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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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읽기

북에세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 이래 국

제정치학은 '권력'을 중심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경제학이 매

개변수로 사용하는 '가격'에 비해 권력은 정의하기도 계량하기도 힘들

다. "권력은 무엇인가" 는 계속되는 논쟁거리다.

파워 대신 에너지로 조망한 국제정치학

이 책은 권력(power) 대신 에너지(energy)를 중심 매개변수로 사용

하여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를 중심으로 근대 세계와 자본주의의 형성,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치를 분석한 책이다. 국가는 에너지의 수급이라

는 국익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의 효율

성을 이용해서 국력을 측정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국제관계

를 조망한 에너지 세계사, 에너지 국제정치학이다. 

추천의 말에서 한동대 장순흥 총장은 "에너지 역사의 흐름과 각국의 

에너지 현황이 하나의 좌표로 잘 정리되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와 같고, 특히 대한민국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

력과 주요 정책현안인 통일을 심도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준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혁명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인류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사건이었다. 에너

지 사용 확대에 따라 생산성 자체가 높아져서 자본이 투자되면 높은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이는 생산과 이윤을 

확대시키는 자본주의적 경제를 확립한 것이다. 또한 교통과 통신수단을 혁신시켜 세계 전체가 하나로 긴밀하

게 연결되어 처음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에너지 안보는 부국강병의 첩경

이런 상태에서 국가의 기본기능은 에너지 공급 확보가 되고 나아가 이를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부국강병의 첩

경이다.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이던 19세기에 독일은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공업화되

고 독일 국력의 급속한 증강은 결국 영국의 패권과 충돌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탄광개발부터 시작되었고 

조선과 만주 침략 시에도 가장 중시한 것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통해 수탈구조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태평양 

전쟁도 사실 일본의 유전 장악과 석유수송로 확보 때문에 발발한 것이고 결국 미국이 해상석유수송로를 차단하

자 일본은 패망하고 만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실질소비량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한국의 2%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 후 북한의 

경제 재건은 우선 대규모 발전 인프라 건설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화력발전도 가능하나 한국은 화석에너

지가 거의 없고 북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발전이 가능하고 자연환경, 국토의 조건과 관계없고 연

에너지-국가의 생명선

박준서 지음 | 세이지



책 속의 한 줄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혁명이다.                                                                   p.15

김미영 /  전환기정의연구원 원장

료의 대외 의존도도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 외에는 현재로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책은 말한다. 

한 국가의 흥망은 에너지공급 능력에 좌우된다. 따라서 대외정책결정시에 언제나 에너지 수급에 대한 포괄적

인 고려가 필요하다. 한미동맹 역시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에너지공급 확보에 대해서 긴밀히 협

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결의가 없으면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되고 종국에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

다. 국가가 직접 투자하거나 국영기업을 내세워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 및 자원의 해외투자는 민간 기업에게 맡기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

적이다.

이 책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해서도 중요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제네바 합의부터 2005년 9.19 합의까지 북

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은 2,000MWe 전력의 공급이었다. 현재 북한의 핵 개발은 동북아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유공급 전면 중단이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은 무역

량의 80%, 석유 수입량의 90%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결국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는 에

너지 외교가 필수인 것이다. 

무엇보다 낭만적인 탈원전 논의가 시작되는 이 때,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책

이다. 

WORLDVIEW  

November 2017

65



월드뷰 재정보고 (2017년 9월 30일 마감기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7년 9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500,000

인건비

일반급여 4,739,713

임원회비 830,000 기타급여 2,677,000

일반회비 5,565,000 소계 7,416,713

기관후원금 3,5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80,000

월보구독료 747,000 사무실관리비 739,000

CTC후원금 150,000 통신비 69,350

학술지원금 1,000,000 우편료 3,000

VIEW후원금 220,000 소모품비 15,800

기타 0 식비 416,170

컴퓨터 179,000

복리후생비 767,200

퇴직연금 193,640

회의비 126,700

교육비 68,600

회계용역비 275,000

기타 216,535

소계 3,823,295

연구지원비

연구회연구지원 0

CTC후원금 159,175

VIEW후원금 318,075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12,512,000 소계 1,477,250

기타수입

기타수입 500,00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1,500,000

CUP매각금(분납) 400,000 인쇄비 0

예수금 532,340 발송비 940,880

이자 2,210

소계 1,434,550 소계 2,440,88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기타

세계관행사준비 17,400

학술지심사비 210,000 기타 35,400

학술지게재료 3,295,000 소계 52,800

학회행사수입 0

학회

학회기타 1,522,420

학회기타수입 881,089 0

소계 4,486,089 소계 1,522,420

당월 수입액 18,432,639 당월 지출액 16,733,358

전월 이월액 28,878,675 차월 이월액 30,57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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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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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료

광고비 5,580,000

인건비

일반급여 900,000

기타급여 300,000

사역자 보험 109,190

소계 5,580,000 소계 1,309,190

후원금

후원비 1,500,000

제작비

디자인비 970,200

인쇄비 1,903,000

발송비 116,000

소계 1,500,000 소계 2,989,200

판매수입

동역회 1,500,000

경상비

경상비 449,140

회원 0

소계 1,500,000 소계 449,14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기타

기타 600,000

예수금 136,570

소계 136,570 소계 600,000

당월 수입액 8,716,570 당월 지출액 5,347,530

전월 이월액 2,105,312 차월 이월액 5,474,352

기독미디어 아카데미 재정보고 (2017년 9월 30일 마감기준)

* 08월 이월금: 25,488,569원    *후원금(수입): 6,270,000원    * 경상비(지출): 61,500원    *09월 이월금: 31,697,069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30일 마감)

회원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  8,012,000원

계  4,500,000원

기관후원금

광고 및 개인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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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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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뷰> 후원계좌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예금주: 세상바로보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월간 <월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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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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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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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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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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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 김*우, 방*기, 엄*윤, 이*우, 이*순, 전*식, 진*규 1만 Lee chun * suk, 강*창, 강*정, 강*석, 강*정, 강*영, 고*현, 고*옥, 고*경, 고*재, 곽*인, 구*회, 권*호, 권*

규, 권*영, 권*범, 길*평, 김*식, 김*원, 김*호, 김*화, 김*운, 김*순, 김*욱, 김*배, 김*헌, 김*현, 김*홍, 김*진, 김*형, 김*찬, 김*미, 김*성, 김*국, 김*철, 김*호, 김*

경, 김*수, 김*애, 김*범, 김*일, 김*경, 김*민, 김*은, 김*인, 김*진, 김*찬, 김*령, 김*연, 김*중, 김*준, 김*호, 김*내, 김*람, 김*론, 김*호, 김*규, 김*숙, 김*호, 김*

석, 김*권, 김*덕, 김*정, 김*태, 김*혜, 김*혜, 김*민, 김*정, 김*모, 김*준, 김*진, 김*호, 김*원, 김*남, 김*영, 김*훈, 김*곤, 김*민, 김*규, 김*성, 김*현, 김 *, 김*

수, 김*룡, 김*진, 김*임, 김 *, 김*정, 김*길, 김*철, 김*정, 김*섭, 김*숙, 김*숙, 나*훈, 나*숙, 남*희, 남*우, 노*숙, 라*환, 류*호, 류*모, 마*호, 모*근, 모*론, 문*

환, 박*호, 박*언, 박*안, 박*현, 박*한, 박*애, 박*기, 박*호, 박*희, 박*호, 박*운, 박*주, 박*성, 박*곤, 박*관, 박*주, 박*원, 박*원, 박*현, 박*모, 박*영, 박*현, 박*

규, 박*형, 박*우, 박*경, 박*민, 박*경, 박*주, 배*진, 배*론, 배*교, 배*연, 배*진, 백*은, 백*준, 변*진, 부천평안교회, 사*행, 서*미, 서*연, 서*진, 성*진, 성*은, 소*

화, 소*희, 손*규, 손*은, 손*나, 손*탁, 송*정, 송*철, 송*호, 송*미, 신*규, 신*민, 신*형, 신*자, 신*범, 신*선, 신*웅, 신*정, 신*주, 신*기, 심*섭, 심*훈, 안*주, 안*

석, 안*열, 안 *, 안*혁, 안*준, 양*건, 양*모, 양*영, 양*원, 양*석, 연*민, 오*순, 우*학, 우*기, 유*호, 유*숙, 유*남, 유*성, 유*준, 유*원, 유*한, 유*민, 유*준, 유*

희, 유*황, 유*은, 유*무, 유*동, 유*원, 윤*근, 윤*심, 윤*선, 윤*헌, 윤*자, 윤*근, 윤*림, 이 *, 이*숙, 이*연, 이*직, 이*심, 이*철, 이*현, 이*섭, 이*정, 이*훈, 이*

형, 이*동, 이*복, 이*헌, 이*원, 이*수, 이*주, 이*근, 이*급, 이*수, 이*찬, 이*환, 이 *, 이*복, 이*미, 이*수, 이*일, 이*정, 이*연, 이*진, 이*엽, 이*영, 이*구, 이*

경, 이*의, 이*한, 이*훈, 이*제, 이*준, 이*석, 이*재, 이*희, 이*기, 이*길, 이*일, 이*현, 이*국, 이*철, 이*환, 이*성, 이*섭, 이*숙, 이*연, 이*연, 이*희, 이*걸, 이*

성, 이*리, 이*로, 이*진, 이*선, 이*일, 이*진, 이*진, 임*진, 임*현, 임*복, 임*진, 임*택, 임*광, 임*환, 임*섭, 임*연, 임*택, 장*근, 장*기, 장*재, 장*화, 장*훈, 장*

해(양*태), 장*숙, 장*열, 장*수, 장*수, 장*준, 전*희, 전*구, 전*수, 전*양, 정*식, 정*섭, 정*선, 정*은, 정*수, 정*희, 정*현, 정*숙, 정*구, 정*주, 정*원, 제*규, 조*

덕, 조*연, 조*하, 조*효, 조*희, 조*우, 조*현, 조*상, 조*주, 조*향, 조*수, 조*영, 조*영, 조*현, 조*춘, 조*용, 조*지, 조*경, 조*선, 조*신, 주*식, 지*선, 차*준, 차*

림, 최*열, 최*두, 최*호, 최*진, 최*영, 최*수, 최*영, 최*정, 최*빈, 최*우, 최*빈, 최*식, 최*정, 최*경, 추*연, 태*숙, 하*만, 하*희, 하*호, 하*진, 한*영, 한*영, 한*

실, 한*진, 한*수, 허*아, 허 *, 허*영, 허 *, 현*건, 홍*화, 홍*화, 홍*원, 홍*호, 홍*석, 홍*인, 홍*호, 황*철, 황*웅, 황*준, 황*환, 황*희, 황*서, 황*경, 황*숙, 황*정 

1만5백 전*규 1만4천 함께하는교회 1만5천 김*화, 박*호, 박*진, 정*섭 2만 강*훈, 강*란, 김*광, 김*식, 김*숙, 김*호, 노*환, 류*정, 박*모, 배*민, 성*영, 송*호, 

오*희, 우*정, 유*상, 윤*석, 이 *, 이*서, 이*희, 정 *, 조*근 2만5천 박*균 3만 김*민, 김*원, 김*룡, 문*윤, 문*영, 문*호, 박*진, 박*현, 서*록, 손*옥, 송*현, 오*석, 

오*나, 이*실, 이*규, 임*옥, 정 *, 최*준, 추*화, 황*진 4만 이*영, 이*아 5만 김*락, 김*호, 박*식, 서*희, 윤*찬, 이*형, 이*직, 장*영, 정*애, 최*일, 한*식, 현*자 6

만 강*구, 이*호, 이*형, 이*란 7만 최*연 8만 권*아 9만 손*희, 우*훈 10만 박*은, 손*호, 송*규, 신*원, 윤*철, 전*식, 12만 고*일, 윤*한 20만 홍*의 30만 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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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예심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한강중앙교회, 흰돌교회 20만 부천참빛교회, 서울영동교회, 수

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40만 삼일교회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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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제34회 기독교학문학회 “4차 산업혁명과 기독학문”

제34회 기독교학문학회가 “4차 산업혁명과 기독학문”을 기조강

연 주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7.11/4.(토) 10:00~18: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계단강의실, 호암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학문

             - 주제강연1.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대응

                (송성진 성균관대 기조처장,  기계공학)

             - 주제강연2. 현대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박동열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 불어교육)

             - 패널토론 사회 장수영  (포항공대 산업공학)

             - 토론 이호선  (국민대 법대) 

.  문의 : 02-3472-4967 (학회)

.  등록비(프로시딩 제작 및 만찬포함)는 당일 접수할 예정이며, 

일반은 20,000원/ 학부 및 대학원생은 10,000원 입니다.

[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한국지부 

VIEW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viewin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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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강좌] 

세계관동역회는 한국라브리공동체와 공동주최로 진행하려던 제 

3회 ‘기독교세계관학교’ 일정을 사무국 내부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임간사] 문한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임간사로 문한미 자매가 함께합니다. 

[사무국 사역 안내] 

앞으로 사역 전반의 업무가 재분장 되었습니다. 

학회와 학술지, 월드뷰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월드뷰 담당 : 02-718-8004 (곽우정 간사)

학술지 담당 : 손병덕 편집위원장 (총신대 교수)

학술대회 담당 : 유재봉 학회장 (성균관대 교수)

학술지, 학술대회 관련문의 : gihakyun@daum.net 

문의 시 번거로우시더라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    *    * 

11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11/03(금) 제3차 실행위원회의

11/04(토) 제34회 기독교학문학회 

                   “제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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